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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정책 방향]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
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함.
- 바이든-해리스 어젠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의 번영, 평화·안보 확립,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다자
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미·아프리카 파트너십 활용, 미·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
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주요 정책]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적극적 활용,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의 통상 확대,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일부 분야 원조 재개, 기후변화 관련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미·아프리카 협력
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에서 AGOA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AfCFTA를 통한 미·아프리카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전망임.
- 미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전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 재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등으로 협력을 확
대하고자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안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군사협력, 아프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제어를 위해 아프리카와 보다 적극적인 다자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철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난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확대, 다자협력 강화, 아프리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
데,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등 다자 채널을 이용한 협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중동, 터키 등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한·아프리카 경제·외교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AfCFTA, AGOA 등 다자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상협정과 특혜 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다자무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21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KOAFEC)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연합과 보건의료, 무역통상, 그린
뉴딜 등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의한 아프리카 수자원 고갈, 농업 생산성 하락, 분쟁 및 식량안보 위협 증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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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신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방향 및 배경
■ [주요 정책 방향]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및 투자 규모 확대, 거버넌스 확립,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구축, 식량안보·보건
분야 원조 확대, 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1)
- 바이든-해리스 어젠다(Biden-Harris Agenda)에서 제시된 아프리카 정책의 핵심 내용은 미·아프리카 협력
을 통한 번영, 평화·안보 구축,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확립, 아프리카 국가·지역 경제공동체와의 외교 관계
개선,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육성 등임.2)
◦ 이를 위해 미국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등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무역통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미국 신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과 부정부패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음.3)

- 미국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협력정책 기조에는 아프리카 내 중국 등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 아프리
카와의 경제협력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함.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방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미·아프리카 파트
너십 등 아프리카와의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미국은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을 통한 미·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
대하고자 함.4)

■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서 중국 등 경쟁 국가의
부상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을 선도하고 있지 않으며,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음(표 1 참고).
◦ 2020년 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대아프리카 협력정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군사적인 접근에 대
해 우려하는 비율도 84%에 달함.

- 미국 내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중국 등 다른 강대국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
식하고 있지만, 대아프리카 미·중 외교 경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함.
◦ CSIS 전문가 패널 중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4%에 그쳐, 중국의 영
향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함.
1) Patsy Widakuswara(2021. 2. 6), “Biden signals New Tone on US-Africa Relations,” VOA, https://www.voanews.com/africa/biden-sign
als-new-tone-us-africa-relations(검색일: 2021. 2. 17); “Promoting partnership with sub-Saharan Africa,” https://www.coons.senate.
gov/issues/africa(검색일: 2021. 2. 17).
2) The Biden-Harris agenda for the African diaspora, https://joebiden.com/african-diaspora/(검색일: 2021. 2. 24).
3) Patrick W. Quirk(2021. 1. 26), “Why supporting resilient political systems is key to a successful Biden emocracy agenda,”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01/26/why-supporting-resilient-political-systems-is-key-to-a-succe
ssful-biden-democracy-agenda/(검색일: 2021. 2. 18).
4) Patsy Widakuswara(2021. 2. 6), “Biden signals New Tone on US-Africa Relations,” VOA, https://www.voanews.com/africa/biden-sign
als-new-tone-us-africa-relations(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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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설문조사
1.
2.
3.
4.
5.
6.
7.
8.

설문 내용
미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아프리카 정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낙후된 민주주의 체제는 독재 체제만큼이나 인권을 침해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외교 경쟁을 하는 국가 중 아프리카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나라는 없다.
아프리카 내 반군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접근한다.

동의하는 비율
80%
48%
84%
83%
100%
44%
50%
84%

자료: Judd Devermont(2020. 8), A new U.S. policy framework for the African Century, CSIS Briefs, CSIS.

■ [아프리카의 미·중 인식]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는 모범적인 발전 모델로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이 아프
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
◦ 가나에 위치한 설문조사 기관인 Afrobarometer에서 2019/20년 아프리카 1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인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발전 모델은 미국(32%), 중국(23%), 식민종주국
(11%), 남아공(11%) 순으로 2014/15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함.5)
◦ 또한 18개국 국민은 아프리카 내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중국(59%), 미국(58%), 역내 강대국(49%), 식민종주
국(46%)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6)
◦ 그러나 2014/15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37%에서 41%로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경제협력 전략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전략에서 아프리카의 위상 격상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통
해 아프리카에서의 대외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리카 관련 인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경제·정치·안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들을
아프리카 관련 직책에 임명함.
-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인 2009~17년 대아프리카 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
을 바탕으로 대외협력 부문에 아프리카 관련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음.7)
◦ 바이든 행정부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dfield) UN 대사(아프리카 협력 관련), 로이
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부 장관(미군의 아프리카 테러리즘 대응), 다나 뱅크스(Dana Banks) 선임보좌
관(아프리카 관련 정책 수립) 등이 아프리카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됨.8)
5) Edem Selormey(2020. 9. 3), Africans’ perceptions about China: A sneak peek from 18 countries, Afrobarometer.
6) 2014/15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식민종주국(28%), 중국(23%), 미국(22%), 남아공(6%) 순이었으나, 2019/20년 조사에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해져 직접 비교는 어려움.
7) Gilbert Khandiagala(2021. 1. 23), “What the Biden presidency may mean for Africa,” Mail & Guardian, https://mg.co.za/africa/2021-0
1-23-what-the-biden-presidency-may-mean-for-africa/(검색일: 2021. 3. 12).
8) The Soufan Center(2020. 1. 25), “IntelBrief: Countering terrorism and in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Opportunities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1-january-25/(검색일: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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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UN 대사는 케냐, 감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 대사를 역임했으
며,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를 맡음.
◦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아프리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됨.
◦ 다나 뱅크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보좌관은 국무부에서 서아프리카 외교정책 수립 업무
를 수행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음.
◦ 한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 UN 대사를 역임하면서 AGOA 제정, 아프리카 민주주의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한 수잔 라이스 전 대사는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위원장에 선임됨.
◦ 로버트 F. 고덱(Robert F. Godec)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 대행은 케냐, 튀니지 등에서 대사를 역임함.

- 바이든 정부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과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원조청(USAID) 청장이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원조청의 지위를 격상함.9)

표 2.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리카 관련 주요 인사
직함

성명

UN 대사

Linda Thomas-Greenfield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보좌관(Senior director for Africa)
국내정책위원회(DPC) 위원장
미국원조청(USAID) 청장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대행)

Lloyd Austin

아프리카 관련 주요 경력
케냐, 감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대사, 오바마 2기 행정
부에서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
오바마 행정부 군 지휘관(commander)

Dana Banks

국무부 서아프리카 외교정책 수립

Susan Rice
Samantha Power
Robert F. Godec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 차관보(1997~2001), UN 대사
르완다, 수단, 짐바브웨 특파원, 오바마 행정부 UN 대사
케냐, 튀니지 대사

자료: John Campbell(2020. 11. 5),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Afric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

org/blog/biden-administrations-approach-africa(검색일: 2021. 2. 17); Robbiie Gramer(2021. 2. 17), “Biden mulls special envoy
for Horn of Africa,” https://foreignpolicy.com/2021/02/17/biden-special-envoy-horn-of-africa-state-department-ethiopia-tigr
ay-civil-war-crisis-somalia/(검색일: 2021. 2. 18).

2. 분야별 주요 정책
가. 경제·개발협력 분야
■ [무역통상 정책] 바이든 정부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 다자협약 기반의
통상 체제를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됨.
- 미·아프리카 간 총 교역 규모는 2016년부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함(그림 1
참고).
9) Michael Igoe and Adva Saldinger(2021. 1. 13), “USAID officials prepare for higher-profile role under Samantha Power,” https://www.d
evex.com/news/usaid-officials-prepare-for-higher-profile-role-under-samantha-power-98909(검색일: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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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트럼프 전 행정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역 규모가 작아졌으며, 미국의 수입 및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북아프리카와도 비교됨(그림 1, 2 참고).

그림 1. 미국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역 추이

그림 2. 미국의 대북아프리카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ITS DB(검색일: 2021. 2. 25).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ITS DB(검색일: 2021. 2. 25).

- 다자무역을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2000년 AGOA를 제정하였으며 타 개발도상국 대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더 많은 품목에 대
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음.10)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AGOA 체제를 통한 무역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개발원조청(USAID)이 보유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허브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11)12)

- 바이든 정부의 AGOA 수혜국 지정 및 철회에 있어 아프리카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간 무역협정보다는 AfCFTA 등 아프리카연합과의 다자협력에 보다 집중하기 원하며,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사이의 양자간 FTA 협상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13)
◦ 트럼프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케냐와 양자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14) 현 미국 무역대
표부(USTR)는 AfCFTA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15)

10) AGOA 수혜국은 대미국 상품 수출 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적용을 받는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의류, 철강, 전기 제품을 포함한 더 많은 품목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음(라미령 외,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 예정).
11) Gerhard Erasmus(2020. 11. 11), “What could the Biden victory mean for Africa?” Tralac, https://www.tralac.org/blog/article/14995what-could-the-biden-victory-mean-for-africa.html(검색일: 2021. 2. 24).
12) USTR(2021. 3. 1), 2021 Trade Policy Agena and 2020 Annual Report, p. 34.
13) Patsy Widakuswara(2021. 2. 6), “Biden signals New Tone on US-Africa Relations,” VOA, https://www.voanews.com/africa/biden-sig
nals-new-tone-us-africa-relations(검색일: 2021. 2. 17).
14) “USTR Notifies on US-Kenya FTA,” Washington Trade Daily(2020. 3. 18).
15) “UTSR to Review UK, Kenya FTA Talks,” Washington Trade Daily(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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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리카와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미·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아프리카 번영(Prosper Africa) 프로젝트’는 원조 지원보다는 투자 및 무역에 초
점을 맞춘 정책으로,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대아프리카 투자 확대 등 민간부문 진출에 주력함.16)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연합과의 관계 재건을 통해 미·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17)18)
◦ 이에 따라 미·아프리카 간 에너지, 보건, 농업,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
임.19)

- 미국 신정부의 밀레니엄챌린지(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미·아프리카 정상회담(U.S.African Leaders Summit),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등이 미·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개발협력] 아직 미국의 새로운 대아프리카 원조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보건협력,
인도적 지원, 성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아프리카 청년 대상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신정부에서는 ‘에이즈 구호(救護)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MI: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이니셔티브(Young African Leaders Initiative)’, ‘아프리카 번영(Prosper Africa)’, ‘피드 더 퓨쳐(Feed
the Future)’,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등의 원조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비롯한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공여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연합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6억 7,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였으
며, 국가별 백신 필요 분량 및 계획을 제출하는 국가에 한해 2021~22년에 걸쳐 백신을 공급할 예정임.20)
◦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공급 외에도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국제사회의 협력을 원하고 있
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에 대한 보건협력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가 국제 금지 규정(Global Gag Rule)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트럼프 정부하에서 중단
되었던 성생식보건 관련 원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 금지 규정 폐지로 인해 아프리카 여성들이 포괄적인 성생식모자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16) “Trump administration unveils its new Africa strategy-with wins and snags,” The Washington Post(검색일: 2021. 2. 16).
17) National Security Council(2018. 12. 13),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Ambassador John R. Bolton on the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Africa Strategy.”
18) U.S. Mission to the African Union, “President Biden’s Message to African Union Summit Participants”(검색일: 2021. 2. 17).
19) Virusha Subban(2020. 11. 25), “A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good for trade in and with Africa,” BusinessDay, https://www.
businesslive.co.za/bd/opinion/2020-11-25-a-biden-administration-will-be-good-for-trade-in-and-with-africa/(검색
일: 2021. 2. 24).
20) WHO(2021. 2. 4), “COVAX expects to start sending millions of COVID-19 vaccines to Africa in February,” https://www.afro.
who.int/news/covax-expects-start-sending-millions-covid-19-vaccines-africa-february(검색일: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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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이니셔티브’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에 따라, 아프리카 청년 대상 장학 및 연수 사업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임.21)

■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슈가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에 새로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
양한 형태로 협력하고자 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정책은 세계은행, IMF, 지역은행 등 다자기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음.22)

- 존 케리 기후특사는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수출입은행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던 화석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23)
◦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원조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

- 한편 미국이 지난 2014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했던 기후 관련 원조 승인액 중 잔여액인 20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임.24)
◦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하겠
다고 밝혔으나, 2017년까지 10억 달러만 집행됨.25)

나. 외교·안보 분야
■ [민주주의 강조]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향, 지역 분쟁 격화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정부는 미·아프리카 간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에 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21) 바이든-해리스 홈페이지, “THE BIDEN-HARRIS AGENDA FOR THE AFRICAN DIASPORA”(검색일: 2021. 2. 23).
22) Jason Bordoff(2020. 12. 4), “How Biden’s Climate plans will shake up global energy markets,”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
m/2020/12/04/biden-climate-energy-markets/(검색일: 2021. 3. 17).
23) Megan Rowling(2021. 1. 27), “US to end overseas fossil-fuel funding as rich world urged to boost climate finance,”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climate-change-finance-usa-trfn/us-to-end-overseas-fossil-fuel-funding-as-rich-worldurged-to-boost-climate-finance-idUSKBN29W2V1(검색일: 2021. 3. 16).
24) Ibid.
25) Davenport and Landler(2014. 11. 14), “U.S. to give $3 Billiion to climate fund to help poor nations, and spur rich one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4/11/15/us/politics/obama-climate-change-fund-3-billion-announcemen
t.html(검색일: 2021. 3. 17); Michael Slezak(2017. 1. 6), “Barack Obama transfers $500m to Green Climate Fund in attempt
to protect Paris de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jan/18/barack-obama-transfers-500m-to-gr
een-climate-fund-in-attempt-to-protect-paris-deal(검색일: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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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에 개최된 미·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경제성장과 빈곤 극복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함.26)
◦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총회(Summit for Democracy)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 보호,
공정한 선거, 독재 방지 및 종식, 부패 척결을 독려했으며, 향후에도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정치 체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27)
◦ 미국은 최근 우간다, 기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생한, 개헌을 동원한 독재자 연임, 불공정 선거로
인한 폭력사태 등의 민주주의 후퇴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28)

■ [안보협력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안보 및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군 파병, 군사작전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사헬 지역,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등에 위치한 국가
들은 테러리즘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29)
◦ 알카에다,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사헬 지역, 북부 모잠비크 등에 대
한 프랑스 등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뿔 지역 등 분쟁 지역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개입 및 평화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30)

- 아프리카 안보 구축을 위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말라위 등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군사작
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등 서아프리카 지역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해 니제르 군사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 해군함 윌리엄스(Williams) 함정은 미 해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케냐 몸바사(Mombasa) 항에 진입했으며,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국가와의 군사 훈련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됨.31)

26) Anne Gearan(2014. 8. 4), “Biden tells African leaders at summit that attacking corruption is good for business,” https://www.washingt
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biden-attacking-corruption-is-good-for-business/2014/08/04/3dacd6b4-1bfc-11e4-ae5
4-0cfe1f974f8a_story.html(검색인: 2021. 2. 22).
27) 바이든-해리스 홈페이지, “THE POWER OF AMERICA’S EXAMPLE: THE BIDEN PLAN FOR LEADING THE DEMOCRATIC WORL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검색일: 2021. 2. 17).
28) Carsten, P. and A. Akwagyira.(2019. 2. 24), “Dozens killed in Nigeria poll violence: observer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
cle/us-nigeria-election-idUSKCN1QD0CV(검색일: 2021. 2. 19); Africa news(2021. 1. 21), “EU, U.S calls for probe into Uganda
election violence”; https://www.africanews.com/2021/01/21/eu-u-s-call-for-probe-into-uganda-election-violence/(검색일: 20
21. 2. 19); The Independent(2021. 2. 24), “Joe Biden warns Uganda on 2021 election irregularities,” https://www.independent.co.ug/
joe-biden-warns-uganda-on-2021-election-irregularities/(검색일: 2021. 3. 13).
29) The Soufan Center(2020. 1. 25), “IntelBrief: Countering terrorism and in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Opportunities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1-january-25/(검색일: 2021. 2. 23).
30) CSIS(2021. 2. 12), From Africa to the United States: Recommendations for the Biden Adminstration, https://www.csis.org/events/afri
ca-united-states-recommendations-biden-administration(검색일: 2021. 2. 18).
31) U.S. Embassy in Kenya(2021. 2. 8), “USS Hershel ‘Woody’ Williams enters Mombasa, Kenya,” https://ke.usembassy.gov/uss-hershelwoody-williams-enters-mombasa-kenya(검색일: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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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내 미·중 경쟁] 미국은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여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 함.
-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공통의 관심사
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갈등의 여파로 미·아프리카 협력 규모를 축소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과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32)
◦ 그러나 미·중이 아프리카 경제·안보·보건 협력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
력 가능성을 시사함.33)

- 중국정부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백서에 의하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핵심 축으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34)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6대 100 프로젝트(six 100 projects), 무이자 융자, 남남 협력, 20억 달러 규
모의 코로나19 원조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계획
하거나 진행하고 있음.35)
◦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2021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간다, 잠비아 등을 방문
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통한 일대일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36)

- 중국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및 차관을 진행하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주의
등 정치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공여국의 요구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
력이 확대되고 있음.
- 미·중 갈등은 아프리카 내 첨단기술 도입, 글로벌 공급망 편입, 통상 규모 변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경제
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고자 함.
◦ 아프리카 전체 무역 규모의 16%가 역내 무역을 통한 것인 데 반해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아프리카
무역 규모의 14%에 달해,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37)
◦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중국산 통신장비 이용 비중이 높은 Telkom, Vodacom, MTN, Cell C 등 남아
공 통신업체들은 5G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함.38)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확장과 아프리카 원조 규모 증가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민주주의 위협과 과도
한 부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잠재적 갈등 요소임.39)
32) https://www.diplomaticourier.com/posts/u-s-africa-foreign-policy-three-priorities-for-the-biden-administration(검색일: 2021. 3. 4).
33) Maxwell Bone and Ferdinando Cinotto(2021. 2. 23), “Can the US and China cooperate in Afric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
om/2021/02/can-the-us-and-china-cooperate-in-africa/(검색일: 2021. 3. 12).
34) 중국정부(2021. 1. 10),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ew era,” http://english.www.gov.cn/archive/whitepa
per/202101/10/content_WS5ffa6bbbc6d0f72576943922.html(검색일: 2021. 2. 24).
35) 6대 100 프로젝트란 빈곤 극복, 농업 개발, 무역 통산,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병원 및 보건 시설, 정규 및 직업 교육 시설 분야에 각각 10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중국정부(2021. 1. 10),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ew era,” http://english.
www.gov.cn/archive/whitepaper/202101/10/content_WS5ffa6bbbc6d0f72576943922.html(검색일: 2021. 2. 24).
36) 「중국 ‘백신외교’ 가속하나…양제츠 중동·아프리카 순방」(2021. 2. 1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94
935Y(검색일: 2021. 2. 26).
37) Mjumo Mzyece and Mzukisi Qobo(2020. 6. 19), “US-China tension creates opportunities Africa must seize,” The African Report.
https://www.theafricareport.com/30418/us-china-tension-creates-opportunities-africa-must-seize/(검색일: 2021. 2. 24).
38) Ibid.
39) BBC(2020. 6. 8), “China-US rivalry in Africa fuelled by coronavirus,”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2966148 (검색일:
2021. 2. 24); Eric Olander(2020. 8. 31), “Africa isn’t alone in trying to find space between the U.S. and China,” Africa report.
https://www.theafricareport.com/39832/africa-isnt-alone-in-trying-to-find-a-space-between-the-u-s-and-china/(검색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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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과 난민의 입국 금지조치를
철폐함.40)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3780호, 포고령
제9645호, 포고령 제9983호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인 소말리아, 수단, 차드,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총 6개국의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됨.41)42)43)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 13780호 등을 폐지함.44)
◦ 미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부 국장은 신원 확인역량 강화, 관련 부처 통합, 비자 심사 및 평
가·감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이슬람권 아프리카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45)
◦ 미국정부의 입국 금지조치 대상 국가에 대한 비자 신청 및 재심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5월에 발표될 것으
로 예상됨.46)

-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난민·이민자 보호 및 기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함.47)

3.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 바이든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대아프리카 협력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40) “Proclamation on Ending Discriminatory Bans on Entry to The United States”(2021. 1. 20),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
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proclamation-ending-discriminatory-bans-on-entry-to-the-united-sta
tes/(검색일: 2021. 2. 19).
41) “Executive Order 13780: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Initial Section 11 Report”(2018.
1. 1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dhs.gov/publication/executive-order-13780-protecting-nation-foreign-t
errorist-entry-united-states-initial(검색일: 2021. 2. 19).
42) “Enhancing Vetting Capabilities and Processes for Detecting Attempted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by Terrorists or Other
Public-Safety Threats”(2017. 9. 24), Presidential Document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7-09-27/pdf/2017-2
0899.pdf(검색일: 2021. 2. 19).
43) “Improving Enhanced Vetting Capabilities and Processes for Detecting Attempted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by Terrorists
or Other Public-Safety Threats”(2020. 1. 31), Presidential Document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2-05/pdf
/2020-02422.pdf(검색일: 2021. 2. 18).
44) “Proclamation on Ending Discriminatory Bans on Entry to The United States”(2021. 1. 20),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
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proclamation-ending-discriminatory-bans-on-entry-to-the-united-sta
tes/(검색일: 2021. 2. 19).
45) “Effects of Trump-Era Travel Ban Expected to Linger”(2021. 1. 28), VOA, https://www.voanews.com/africa/effects-trump-era-trave
l-ban-expected-linger(검색일: 2021. 2. 17).
46) “Proclamation on Ending Discriminatory Bans on Entry to The United States”(2021. 1. 20),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
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proclamation-ending-discriminatory-bans-on-entry-to-the-united-sta
tes/(검색일: 2021. 2. 19).
47)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Faith in Our Legal Immigration Systems and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Inclusion Efforts
for New Americans”(2021. 2. 2),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02/
executive-order-restoring-faith-in-our-legal-immigration-systems-and-strengthening-integration-and-inclusion-efforts-fornew-americans/(검색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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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는 무역통상, 투자, 안보, 청년 지원 등 대아프리카 지원 확대 및 적극적 외교전략을 통해 아프
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대일로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리즘과 무장 단체에 대응해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분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안보 분야에 대한 개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편이며, 협력 규모도 적
은 편임.
◦ 아프리카는 2020년 이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담, 중동·아프리카 회담, 터키·아프
리카 회담, 러시아·아프리카 경제포럼 등을 개최했거나 예정하고 있으며, 대륙 차원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과
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48)
◦ 2021년에 개최 예정인 EU·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연합의 ‘Agenda 2063’ 목표 성취를 위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에너지, 디지털 전환, 평화 및 거버넌스, 이주 등에 관한 파트너십 구축과 청사진 제
시가 이루어질 전망임.49)
◦ 일본과 인도는 일·아프리카, 인도·아프리카 간 협력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을 통해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을 꾀하고 있음.50)

-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과 비교해서 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후발주자이며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인도, 터키 등의 대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 등 아시아·아프리카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 체제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다자 경제협력 확대] 미국과 아프리카연합(AU) 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연합, AfCFTA
등과 다자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정부는 대아프리카 정책 어젠다를 통해 아프리카연합과의 관계 회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다자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아프리카 다자기구와의 협력 확대기조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이 아프리카 내 경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미·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다시 강화하
고 있음.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통상 채널이 일원화된 가운데, 미국은 AfCFTA와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한국도 2021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등을 통해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KOAFEC)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KOAFEC은 고위급
정상회담, 라운드 테이블 등을 포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핵심적인 협력 채널임.
48) Kohnert, Dirk(2021), The EU-Africa summit 2021: Quo vadis, in the light of Brexit and Corona,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Hamburg.
49) Ibid.
50) Gurjit Singh(2021. 2. 23). “The Indo-Pacific Concept and its Africa Connect,” Forbes, https://www.forbesafrica.com/opinion/2021/
02/23/the-indo-pacific-concept-and-its-africa-connect/(검색일: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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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포럼은 1년 순연되어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아프리카 간 다자
경제·외교·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fCFTA를 통한 한·아프리카 다자간 무역협상, 통상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공조] 한·아프리카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정부는 2019년 발표된 EU의 그린딜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여, 아프리카 협력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의제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최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21~25)에서도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아프리카를 포
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연대 및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51)

-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농업 생산성 유지 및 향상,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을 통해 그린 뉴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협력 규모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내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통한 민간 기업
진출방안 수립이 필요함.
-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 신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51) 관계부처 합동(2021. 1. 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 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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