
 
 

9장: 
    좌경화에 대한 반발  

       (1993-2000) 
 
 
  

 
-본 장의 내용 중의 일부는 17장 내용 일부 

   (클린턴 대통령 당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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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의 대선과 좌경화 추세 
   
1) 공화당지지 세력의 동요 
- 레이건 당시의 공화당 결집 요인인  
   경제안정 + 반공주의 + 개인적 카리스마가  
   부시대통령 때는  거의 모두 소멸되었음 
- 경제하락, 구소련 붕괴, 부시는 레이건식 카리스마 없었음 
   
2) 빌 클린턴 
- 클린턴은 폭압적인 계부 밑에서 매우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냄 
- 반전운동 + 마약 복용 
- 징병 기피로 영국 유학 
- 29살에 알칸사주 검찰총장 
   (책에는 ‘법무국장,’으로 표현됨  1976) 
- 32살에 알칸사주 주지사 + 재선, 3선 성공 
- 진보적 민주당의 보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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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중산층 + 레이건을 지지했던 민주당 세력 +  
   기업계 지지 흡수 추진 
- 민주당 전통대로 ‘큰 정부’ 추진 
   (건설 + 사회복지 등 예산 증가) 
- 낙태지지 
-부통령 후보는 환경 전문가인 젊은 상원의원 알 고어   
 

3) 조지 부시  
- 부시 이라크전쟁 당시 한 때는 인기가 85% 이상 
- 부시는 문화적 보수 + 가정의 가치 중시 
- 클린턴에 대해 주로 인신공격 
:  이라크 전쟁 크게 승리하였으나, 경제문제로 인기 하락 
: 부통령 후보에는 젊은 댄 케일 

 

3 18장: 좌경화에 대한 반발(1993-2000) 



2. 클린턴 행정부의 국내 정책 
 
1) 클린턴내각의 특징 
- 스페인계통 미국인(히스패닉), 흑인, 여성표에 고마움 표시로 
    각료 임명에 배려 
: 자기 와이프(힐러리)를 의료보험제도 개혁 책임자 
: 마이애미 지방검사인 재니 르노(Janet Reno)를 법무장관에 
: 여성인 지오 비어드를 여성 최초로 법무장관  
  임명하였으나 나중에 불법이민자 고용이 탄로나 지명 철회 
   
2) 진보적인 사회정책 
- 연방정부 보조받는 병원은 낙태상담 금지한다는 규정을 폐지 
    (부시 당시에 이를 개그룰(gag rule)이라고 하여 금지) 
- 동성애자(gay) 군입대 금지 폐지(p) 
- 유권자의 선거 등록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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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때 선거 등록 가능(자동차-유권자 법) 
- 우편으로도 유권자 선거 등록 
- 정부 구호금 지급 기관에서도 선거 등록 용지 지급 
- 가사휴직제 
   (50명 이상 고용 직장은 출산, 양자입양, 가족 간호,  
    질병 치료 목적으로 연간 12주 무급 휴가) 
   
3) 경제개혁안 
- 중산층 세금 인상 
- 과세 대상 소득이 $25만 이상은 10% 부가세 
- 에너지세 + 기업세 인상 
- 국방예산 + 공무원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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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험제도 개혁 
① 힐러리 주도 
- 의료보험 없는 미국인 3,700만 명 
: 대부분 중산층 
: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로 보호  
: 고소득층은 자비 혹은 자기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 
   
- 의료보험 지불이 연방예산의 1/7(연간 $9,000억) 
: 포드자동차는 강철생산보다 의료보험에 더 많은 돈 지불 
: 노조 분쟁도 의료보험 문제에서 
   
② 의료개혁 실패 
-힐러리 개혁안은 결국 기업 부담 증가 + 보험회사 부담 증가 
   + 의사이익 감소를 주 내용 
: 환자의 의사 선택권 대폭 축소 
→ 그러나 의사협회, 보험회사 등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 의료개혁 실패 
→ 이것이 1994년 중간 선거 민주당 패배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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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바마 의료개혁(오바마 케어) 성공(2012. 6. 28) 
- 오바마 
: “어떤 질병이나 사고도 가정을 파멸해서는 안 된다!” 
: 2014년부터 효력 발생 
   
- 보험 미가입자 보험 구입 가능 
: 저소득층, 정보보조 등으로 구입가능 
: 다른 선진국들처럼 보편적 의료 서비스 가능 
: 과거 병력자들도 보험 구입 가능 
: 계속 증가해오던 의료서비스 비용 간소 가능 
   
-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 
: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 폐기할 것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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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국은 사회보장제도 축소 
: 공화당 주도 의회하에서 이루어짐(1996. 7) 
: 어떤 가장도 평생 5년 이상은 사회보장 혜택 못 받게 됨 
: 10대 미혼모 지원 중지 
: 이민자들 입국 첫 5년은 지원 중지 
: 불법 이민자 의료 혜택 중지 
: 빈민의료 아동 지원중지 --> 주정부가 알아서 
   
 5) 백인 민병대(militia) 

- 백인들의 분노  
-원래 이들은 자발적 군사조직으로 영국독립 당시 중추적 역할 
-극단적 우파(the far right)가 1995년 전국 34개주에 
   200여 개 조직 
- 흑인 등에게 복지비 지출 반대 
: 징병 기피자인 클린턴 혐오 
: 연방 정부 폐지 주장 
: 전통적인 청교도 가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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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서방선진국 7개국(G7) 회담 + NAFTA도 반대 
: 국수주의자   
  
 ex1) 와코(Waco) 종교사건(P; 1993) 
- 텍사스의 와코라는 조그만 마을에 자칭 신의 아들인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의 사이비 종교 집단 
- 불법 무기소지죄 
- 90여명의 신도들(아동 17명)과 연방정부 “주류ㆍ담배ㆍ총기단속 
  국” 51일간 총격전 끝에 불길 속에 모두 사망  
 

ex2)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청사 폭파(P; 1995년) 
- 와코 종교 사건에 미국의 극우파들 분개하면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다며 비난.  
-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폭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극우파 청년  
  티모씨 멕베이가 오클라호마 주정부 청사에 폭탄을 설치하여  
  500여명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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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유대주의 
- 미국인들의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태인들의 막강한 사회적 부와 신분 때문 
: 유태인들 금융, 법률, 언론, 학계 주도 
: 유태인들 미국 최고 신문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소유 
: 동부 명문 대학의 총장 및 교수와 변호사의 40%가 유태인  
: 유태인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 
- 중동문제의 어려움도 유태인들의 지나친 이스라엘 지원으로 판단 
   
7) 문화전쟁 
- 보수우파 
: 병역과 납세를 시민이 지켜야 할 최고의 의무로 생각 
: 빈곤과 범죄 등은 개인 자신의 책임 
: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실업수당이나 받고  
  젊은이들이 빈둥빈둥 노는 꼴을 역겨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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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좌파 
: 지금까지 사회에서 소외받아온 빈민, 여성, 소수민족, 동성애자  
  등의 문제는 보수우파가 생각하듯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들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주장  
-이런 좌우 진영의 논쟁을 주로 ‘문화전쟁’이라고 함  
  
 8) 클린턴 행정부의 후퇴 
- 진보좌파의 클린턴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의회의  
  다수당인 보수우파 세력인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 통과 
:  이는 빈민들에게 거의 무제한 주어지던 사회보장 혜택을  
   일시적으로 만  제공하게 함  
:  어떤 가장도 국가로부터 5년 이상 혜택은 불가 
:  10대 미혼모 지원 중지 
:  불법이민자 혜택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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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원 삭감  
: 즉 사회적 약자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을 끊어버린 조치 
 
 

2. 클린턴의 2차 임기 
 
1) 백악관 스캔들과 1996년 선거 
- 96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클린턴, 공화당은 밥 도울이 출마  
- 클린턴 스캔들 
: 화이트워터 스캔들 
 (고향인 알칸사주의  화이트워터 부동산 개발회사의  
  클린턴 부부가  불법성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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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스캔들 
: 알칸사주지사 시절의 폴라죤스 여성 공무원,  
  대통령 때는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 (P)등과의 염문 
 
: 대통령은 거짓말, 공정한 법 집행 방해, 증거인멸,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 
:   상원에서 부결  겨우 탄핵은 면함 
: 클린턴은 조사받을 당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아리송한 표현이 당시 유행어가 되었음.  
: 클린턴 구제에는 힐러리의 적극적인 방어가 큰 도움 
 
: 힐러리는 최근 발간된 회고록에서 부부싸움에서 전화통을  
  클린턴에게 집어 던지면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고백 
: 대중 앞에서는 ‘와이프인 내가 남편을 믿는다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며 남편을 적극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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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이 겨우 궁지에서 벗어났으나,  
    이런 소동의 와중에 긴급을 요하는  
    각종 법률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됨 
 
: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대항한 환자들의 권리 보호 법안 
 
: 선거자금법 개정안  
 
: 총기 구매자 범죄 경력 조사 의무화 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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