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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1년 1월 20일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
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
- 전임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
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중미 3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
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임.
- [멕시코] 안보협력, USMCA(신북미무역협정)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환경
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
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베네수엘라]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쿠바]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경쟁]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함.

▶ 미국의 중남미 내 리더십 회복은 궁극적으로 역내 호응 여부에 달려 있음.
- 민족주의 담론으로 탄생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현 정권이 미국 또는 미국이 위시한 다자
기구가 중심이 되는 대중남미 협력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임.
- 2021년 중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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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1년 1월 20일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
- 미국은 중남미 정세가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전통적으로 중
남미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해왔음.
- 하지만 냉전 종식에 따라 역내에서 공산주의화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9·11 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 패
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중남미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음.
- 역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자 중국 등의 역외세력이 등장하며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였음.

■ 2017년부터 집권한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며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 전임 트럼프 정부는 중남미의 만성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공
화당 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 이민,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일부 현안에만
선별적으로 접근·대응함.
◦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2017년 1월 TPP1)에서 탈퇴하였고, 8월부터 NAFTA 재
협상을 실시한 결과 2020년 7월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신북미무역협정)가 발효됨.
◦ 국가비상사태 선언(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난민신청
절차 진행 시 신청자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Remain in Mexico’라 하는 이민자보호협약
(Migrant Protection Protocol)을 시행하며 멕시코와 중미 3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실시함.
◦ 또한 오바마 정부에서 회복되었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켰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Maduro)
정부에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배제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중남미 내 미·중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음.

-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자국 내 중남미 출신 이민자와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자주 사용하여 중남미 내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내 리더십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2. 주요국별 현안 및 정책 방향
■ [중미 3개국] 바이든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로부터의 이주민 행렬을
미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미 3개국에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임.
1) TPP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칠레, 페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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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밴(caravan)’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대부분은 중미 3개국에서 시작되며, 이들 국가는 만성
적인 빈곤, 범죄, 폭력, 부패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여파
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표 1 참고).
◦ 불안정한 경제·정치 상황과 폭력 및 범죄가 만연한 자국을 떠난 이주민 대부분의 목표는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것임.
◦ 전체 인구 대비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비율은 엘살바도르 22.8%, 과테말라 59.3%, 온두라스 48.3%2)로, 이
들 국가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낮은 수준의 제도(institutions)로 인해 해결이 요원한 실정임.
◦ 엘살바도르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52명(세계 1위), 온두라스는 39명(세계 3위), 과테말
라는 23명(세계 8위)을 기록3)하는 등 강력범죄가 만연하지만, 치안당국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표 1. 중미 3개국 주요지표(2019년 기준)

엘살바도르

(달러)
3572

-0.55

33

-0.76

24

정부효율
지수
100분위
56
0.02

과테말라

3172

-0.90

19

-1.05

14

-0.22

44

-0.55

25

온두라스

2241

-0.81

23

-1.01

15

-0.61

30

-0.53

27

국가

1인당 GDP

부패통제
지수
100분위

법치주의
지수
100분위

정치안정
지수
100분위
43
-0.13

주: 1) 부패통제, 법치주의, 정부효율, 정치안정 지수는 –2.5가 최소치, 2.5가 최대치.
2) 지표별 전 세계 국가순위를 100분위로 환산. 0이 최저 순위, 100이 최고 순위.
3) 1인당 GDP는 2010년 불변 달러 기준.
자료: CEPALSTAT,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검색일: 2021. 2. 8).

- 트럼프 정부는 중미 3개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유입을 차단·억제하기 위해 ‘무관용(zero tolerance)’을 원
칙으로 한 강력한 이민정책을 실시함.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2019년 1월부터 ‘Remain in Mexico’로 불리는 이민자보호협약을 시행하
였으며, 난민신청을 사전에 차단·억제하고 난민신청 허가 수 역시 제한하였음.
◦ 그 결과 중미 3개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제한되었으나(그림 1 참고), 난민 신청자의 권리와 미국 이민체계
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음.4)
◦ 또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이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5)과 ‘미
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 Arrivals)’6) 프로그램 종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바이든 신정부는 중미 3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줄이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은 이민의 근본적 원
인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 국가의 민간투자 활성화, 치안 및 법치주의 향상, 반부패, 빈곤
감소, 경제발전을 위해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임.
2) 엘살바도르 2019년, 과테말라 2014년, 온두라스 2018년 기준. 과테말라의 경우 자료 공백으로 최신자료가 2014년 기준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1. 2. 8).
3) 2018년 기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1. 2. 8).
4) The New York Times(2020. 7. 15), “Asylum Officers Condemn What They Call ‘Draconian’ Plans by Trump,” http://www.nytimes.com/
2020/07/15/us/politics/asylum-officers-trump.html.
5) 내전,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국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국가들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보호신분의
수혜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취업 및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음.
6)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해온 미성년자의 추방을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취업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정부는 동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절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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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계획은 2014년 중미 3개국, 미국, 미주개발은행(IDB)의 공동 프로젝트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깊이 관여한 ‘Alliance for Prosperity in Northern Triangle’ 계획과 궤
를 같이함.
◦ 동 계획은 2016~17년 중미 3개국 정부와 미국정부가 각각 54억 달러와 25억 달러를 투입해 중미 3개국의
국가기관 역량 강화, 치안 강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민간부문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것이었음.

그림 1. 미국의 중미 3개국 국민 대상 난민신청 허가 현황 (2013~19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료: UNHCR Refugee Statistics(검색일: 2021. 2. 8).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국가비상사태 선언 종료를 통한 멕시코 장벽 건설 중단,
‘Remain in Mexico’ 정책 폐지,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를 지시하며 이민정책 노
선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임.
◦ 보다 인도적이며 질서 있는 방향으로 망명신청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및 중
미 3개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트럼프 정부에 비해 이민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캐러밴’ 행렬의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
올 경우 바이든 신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원조계획 이행 시 중미 3개국 정부의 책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신정부가 원조계획을 반부패,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의 어젠다와 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반
(反)민주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중미 3개국 정부의 통치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엘살바도르의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국회 군·경 투입, 반정부시위 폭력 진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음.7)
◦ 온두라스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ández) 대통령 역시 반정부시위를 헌병을
동원해 폭력 진압한 바 있으며, 마약밀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임.8)
7) The Washington Post(2020. 9. 4), “US official warns El Salvador’s president that aid at risk,” http://www.washingtonpost.com/health/u
s-official-warns-el-salvadors-president-that-aid-at-risk/2020/09/03/b57e501c-ee11-11ea-bd08-1b10132b458f_story.html.
8) CNN(2021. 1. 11), “US prosecutors say Honduras President helped send cocaine to Americans,” http://edition.cnn.com/2021/01/10/
world/honduras-president-drug-accusation-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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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4~16년 과테말라를 3차례 방문하여 UN 주도의 과
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 in Guatemala)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고, 오토 페레스 몰리나(Otto Pérez Molina) 전 과테말라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는 성과를 낸 바
있음.

■ [멕시코] 안보협력, USMCA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바이든 신정부의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Salvador Cienfuegos) 전 멕시코 국방장관을 둘러싼 갈등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에게 망명을 제안한
일은 양국간 안보협력에 마찰 소지를 만듦.
◦ 2020년 10월 시엔푸에고스 전 장관은 미국에서 마약 카르텔과의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수사와 체포 사
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멕시코 정부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멕시코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2021년 1
월 멕시코 검찰은 시엔푸에고스를 불기소하였음.
◦ 2021년 1월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영국 법원이 거부하
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어산지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힘.

- 미 민주당이 USMCA 협상 과정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무역에 돌발적
인 장애요소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에서 갈등이 예상됨.
◦ 좌파 포퓰리스트 성향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해 국영기업 중심의 석유·석탄
산업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을 받고있는바, 이는 바이든 신정부의 환경 어젠다 및 USMCA의 환경 조항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음.
◦ 자국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미 의회와 미 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은 바이든 신정부에
멕시코의 USMCA 노동 조항 이행을 압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결사의 자유 보장, 자동차 생산부문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노동 조항 이행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장별 신속대응 분쟁기구(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Dispute Mechanism)가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양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와 양국 대통령의 이념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
제·안보·이민 등의 영역에서 상대국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이며, 따라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
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행된 ‘가혹한(draconian)’
이민정책을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힘.9)
◦ 2020년 12월 미 의회에서 「미·멕시코 경제동반자법안(U.S.-Mexico Economic Partnership Act)」이 제정됨
에 따라 양국간 경제·교육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9) The White House(2021. 1. 23),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 Call with President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of Mexico,”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1/23/readout-of-president-joe-biden-call-with-preside
nt-andres-manuel-lopez-obrador-of-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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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미·중 경쟁 심화 국면과 역내 중국의 영향력 억제 측면에서 미국이 니어쇼어링 움직임을 구체화할
경우 양국간 교역과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브라질] 보우소나루(Bolsonaro)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환경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양국간의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부터 집권한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발 우선적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
으며, 특히 2020년 아마존 삼림 대형화재 당시 브라질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음.
◦ 2020년 9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 브라질에 200억 달
러를 지원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경우 브라질은 ‘경
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브라질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음.10)

- 우파 포퓰리스트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문제를 경제발전 및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
켜왔으며, 외부의 삼림 보호 요구를 식민주의적 발상으로 규정짓고 이를 국가주권과 결부시켜왔음.
◦ 개발 우선적 환경정책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역량 문제가 아닌 정권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임.11)

- 바이든 신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이슈에 대해 EU, G7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국가가 환경 이슈를 무역과 결합시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브라질은 환경정책 변경
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브라질은 2010~19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0.6%12)에 그치는 등 지난 10년간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어왔으
므로, 주요 무역·투자 파트너인 미국 등 주요국과의 지나친 갈등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미국, EU, G7이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 육류, 옥수수 등의 수입에서 환경 문제를 들어 제한조치
를 시사할 경우, 보우소나루 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정책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음.

■ [베네수엘라]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해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불법정권으로 규정하고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Juan Guaido)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였으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연이어 취함.
◦ 경제 제재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정부기관, 국영석유기업 PDVSA, 중앙은행, 정권 관련 인사들을 주대상으로 하
였음.
◦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위기 해결을 위한 역내 협의체인 리마 그룹(Lima Group)13)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고자 했음.
10) Reuters(2020. 9. 30), “Biden’s criticism of Amazon deforestation draws swift reaction in Brazil,” http://www.reuters.com/article/usa
-brazil-environment-idUSL1N2GR0WY.
11) Americas Quarterly(2021. 1. 11), “How Biden Can Change Bolsonaro’s Mind on the Amazon,” http://www.americasquarterly.org/arti
cle/how-biden-can-change-bolsonaros-mind-on-the-amazon.
12) CEPALSTAT(검색일: 2021. 2. 8).
13) 2017년 8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를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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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통합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은 2020년
12월 실시된 총선14)에서 승리하며 권위주의 정권이 더욱 공고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됨.
◦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인에게 임시보호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코
로나19 상황에도 보건 지원을 적시에 진행하지 않는 등 인도주의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음.

- 바이든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해 UN, 미주기구(OAS), 리마 그룹 등의 다자
기구 및 역내외의 민주주의 국가와 진영을 구축해 다자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신정부의 앤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신임 국무장관은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일련의
제재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15)
◦ 블링컨 국무장관은 계속해서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며, 최근에 실시된 베네
수엘라 총선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이어가는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적용
과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쿠바]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Castro)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2015년 5월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했으며, 2016년 3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쿠바를 방문하는 등
미·쿠바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
◦ 이와 함께 무역, 투자, 송금, 관광 등에서의 제한을 완화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의 관계 개
선을 꾀함으로서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의 원유수출을 막는 등 경제 제재조치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시켰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추가하며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정책을 이전 상태로 되돌림.
◦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대쿠바 강경조치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 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고 분석됨.

- 바이든 신정부는 대쿠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6)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송금
및 관광 부문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쿠바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미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테드 크루즈(Ted Cruz)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모두 쿠바
혈통으로, 대쿠바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의회에서 제동을 걸 소지가 있음.

14) 이번 총선은 야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되었고, 투표율은 약 30%에 그침. 마두로 대통령의 통합사회주의당이 의회 277석 중 256석을 차지하였음.
미국, EU, 리마 그룹 등은 총선 결과를 불인정함.
15) Reuters(2021. 1. 20), “Biden will recognize Guaido as Venezuela's leader, top diplomat says,”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
-biden-state-venezuela-idUSKBN29O2PE.
16) Al Jazeera(2021. 1. 28), “White House says Biden will reassess Trump’s Cuba policy,” http://www.aljazeera.com/news/2021/1/28/bi
den-administration-to-review-trump-policy-on-cuba-whit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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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경쟁 관련 현안 및 정책 방향
■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 견제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강조함.
- 중국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며 중남미 내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경제·외교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높여왔음.
◦ 중국은 현재 남미 모든 국가들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며, 상대적으로 대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미 국가들
과의 무역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와 에너지, 교통, 항만 부문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역시 빠르게 늘어
났음(그림 2 참고).
◦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규모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과 중국수출입은행(Exim Bank of China)의 대중남미 차관규모는 이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
행, 미국수출입은행(U.S. EXIM Bank)을 넘어섬.
◦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중국-CELAC 포럼 정례화, 일대일로 계획에 중남미 포함 등 양자·다자 간
외교관계 역시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가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17)

그림 2.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및 차관
(단위: 백만 달러)

부문별 직접투자

차관

자료: Monitor de la OFDI de Chin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hina-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검색일: 2021. 2. 8).

- 바이든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출범한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Growth in the Americas)’ 및
중남미로 확장된 ‘디지털 연결과 사이버안보 파트너십(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을 활용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는 미국기업의 대중남미 에너지·인프라 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역내 투자를 견
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7) 현재 역내 대만과의 수교국으로는 카리브해 소국을 제외하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이, 벨리즈, 아이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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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연결과 사이버안보 파트너십은 디지털 포용, 인터넷 환경 개선, 사이버안보 등을 위한 개발금융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든 신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어젠다에서 역내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
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역내 미·중 경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은 더욱 공세적인 대중남미
지원을 실시함.
◦ 중국은 역내 수교국에 코로나19 검사 키트,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품을 중앙·지방 정부, 민간기업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하였고, 추가적으로 향후 백신 보급을 위한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미주보건기구(PAHO)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초기 중남미의 보건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외교 협력이 역내 민주주의 및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중남미 협력전략은 이와 차별화된 방향으로 설정될 것임을 시사함.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미주기구 등 미국 중심의 다자기구를 활용하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투자나 개발
금융을 반부패, 법치주의, 제도 발전 등과 결부시키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어젠다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4. 전망 및 시사점
■ 바이든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직간접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에서 중남미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미·중남미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특히 미국이 역내 주요 의
제에서 리더십을 상실하였다고 진단함.18)
◦ 중남미 국가들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신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여, 일방주의적·자국우선주의적이며 예측하
기 힘들었던 트럼프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이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중국이 역내 리더십 공백을 틈타 빠르게 영향력을 높인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회복·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중남미 무역, 투자, 개발금융 확대와 중국-CELAC 포럼,19) 일대일로, 전략
18) Americas Quarterly(2018. 12. 14), “Joe Biden: The Western Hemisphere Needs U.S. Leadership,” http://www.americasquarterly.org/
article/joe-biden-the-western-hemisphere-needs-u-s-leadership.
19) 중국과 중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CELAC) 간의 양자회의. CELAC은 미주기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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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더욱
구체화됨.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는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하였고,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으
로 중남미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내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근무하며 중남미 국가를 16차례 방문하는
등 대중남미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중남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쿠바 외교관계 정상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원조 프로그램인
‘Alliance for Prosperity in Northern Triangle’ 설계를 주도한 바 있음.
- 또한 상원의원 의정활동 중 2000년부터 실시된 콜롬비아 반마약·반폭력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인 ‘콜롬비
아 계획(Plan Colombia)’을 이끈 바 있음.
- 바이든 신정부의 중남미 관련 주요 직위(지명)자 명단은 [표 2]와 같음.

표 2. 바이든 신정부 중남미 관련 주요 직위(지명)자
이름

직위

경력

앤토니 블링컨
(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국무부 부장관
(2015~17)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부장관
(2013~16)

후안 곤살레스
(Juan González)

국가안전보장회의 서반구 선임국장
(Senior Director for Western Hemisphere Affai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무부 서반구 부차관보
(2016~17)

미국국제개발처장
(Administrator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 대사
(2013~17)

사만사 파워*
(Samantha Power)
주: * 표시는 지명자 신분.

■ 바이든 신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은 2021년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주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임.
- 동 회의는 바이든 신정부가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전환 의지를 각인시키고, 미·
중남미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페루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에서 중남미가 등한시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미국과 캐나다가 회원국에서 제외되었음. 2014년 1차 포럼에서 중국의 1+3+6 협력틀(1대 계획, 3대 성장동력, 6대 협력 분야)이 공식화되었고,
2018년 2차 포럼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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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남미 내 리더십 회복은 궁극적으로 역내 호응 여부에 달려 있으며,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대중남미 협력
전략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일부 국가를 반부패, 민주주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은 중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음.
- 민족주의 담론으로 탄생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현 정권이 미국 또는 미국을 위시한
다자기구가 중심이 되는 대중남미 협력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임.
◦ 특히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는 ALBA,20) UNASUR21)
등 미국을 배제하는 지역기구의 동력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중국 중심의 CELAC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기구와 미주개발은행 등 미국 중심의 다자기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바이든
신정부의 구상에 변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의 현 권위주의 정권에 미국과의 협력은 사실상 정권교체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
- 2021년 중 에콰도르(2월), 페루(4월), 니카라과(이하 11월), 칠레,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
정이므로 향후 미·중남미 관계는 이들 국가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임.

20) ALBA(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는 2004년 베네수엘라의 주도하에 출범한 반신자유주의·사회주의 노선의
지역공동체로, 2010년대 접어들어 회원국이 잇따라 탈퇴하며 쇠퇴하였음. 현재 10개 회원국 중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리브해 소국임.
21) UNASUR(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는 MERCOSUR 및 Comunidad Andina의 회원국이 모여 2008년 출범한 지역기구로, 남미무역공
동체를 지향하며 한때는 12개 회원국을 보유하기도 했으나 현재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만 회원국으로 남으며 사실상 불능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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