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1)(ALBA :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은 미국 주도 FTAA2) 설립에 반대한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01.12월 개최된 제3차 카리브정상회담에서 최초 제안

ㅇ 2004.12월
ㅇ 2006.4월

베네수엘라-쿠바 정상회의 계기 차베스 대통령과 쿠바 Fide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 간 합의로 정식 출범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3차 ALBA 정상회의에서 Morales 볼리

비아 대통령 제안으로 민중무역협정3)(TCP : Tratado de Comericio
de los Pueblos)에 서명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ALBA는 베네수엘라와 우호국들이 연합하여 중남미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항하고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 간 정치·
경제·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ㅇ 상호 공조와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회원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체제 구축을
1) ALBA는 창설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무역대안(L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을 의미했으나 2009.6월
개최된 7차 정상회담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L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으로 명칭을 변경, 기구성격 변화를 시도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LCA: A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3) 민중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ericio de los Pueblos)은 미국이 주창한 자본주의식 지역통합 ALCA에 반대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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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빈곤과 사회적 소외 해소를 강조하고, 특히, 빈국 지원을 통해 비대칭적인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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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을 촉구

ㅇ 주요 원칙 :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윤 추구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발전 추구, 회원국

국민들에 대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제공, 회원국 에너지 통합, 국영기업 육성, 노동
운동 및 학생운동 장려, 친환경 사업 추구 등

※ ALBA의 경제협력 추진 방식
		-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구식 개념의 자유무역(FTA)이 아닌, 연대주의, 상호주의,
			 기술이전 등에 근거하여 대중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 추진
		- 구체적 시행은 “대국가기업(Las Empresas Grannacionales)”을 통해 각 회원국 간
			 우위를 갖는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대국가 프로젝트 추진
			 *
				
				
			 *
				

대국가 기업 : 기존의 자본주의식 이윤창출이나 자본축적 지향적인 다국적 기업과는
달리 대중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대국가 프로젝트(Los
Proyectos Grannacionales)를 수행
대국가 프로젝트 : Alba은행(Banco del Alba) 및 Alba 문화기금(Fondo cultural
Alba)을 통해 문화사업 등 전체 회원국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

3. 회원국 현황(총 9개국)
ㅇ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안티구아 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 ‘08.8월 가입한 온두라스는 쿠데타로 인해 ‘09.12월 탈퇴

4. 주요 기구
ㅇ 정상회의(Consejo Presidencial)

-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최고 기구

ㅇ 정부 각료이사회(Consejo Político)

ㅇ 사회복지 각료이사회(Consejo Social)

ㅇ 경제 각료이사회(Consejo Económico)

ㅇ 사회운동이사회(Consejo de Movimientos Sociales)
ㅇ 실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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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사무국(Coordinación Permanente : Secretaría Ejecu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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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자기결정권, 주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실무작업반(Grupo de Trabajo
sobre Derecho Internacional, Auto-Determinación, Respeto por la

Soberanía y Derechos Humanos) 등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회의 결과
ㅇ 제11차 정상회의(‘12.2월,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영국간 포클랜드(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아르헨티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평화적 합의를 촉구

- 시라아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ALBA내 경제공동구역 창설 추진
합의

ㅇ 제12차 정상회의(‘13.7월, 에콰도르)

- 역내 상호 보완적·연대적 공동경제구역 창설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

회원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복지 등 사회시스템 구축 협력에 합의

- 세인트 루시아의 ALBA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스노우든 사건 관련 미국이
국제적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

ㅇ 특별각료이사회(‘13.9월)

- 외국군의 대시리아 군사개입 의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UN
안보리에 동 내용 서한 회람

ㅇ 제2차 ALBA-*PetroCaribe 특별정상회의(‘13.12, 베네수엘라)

- ALBA, PetroCaribe, MERCOSUR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공동경제구역 설립 추진에
합의

-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ALBA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한편, 기아퇴치를 위해 UN식량
농업기구(FAO)와 회원국간 공조에 합의

			 * PetroCaribe : 베네수엘라와 카리브지역 국가간 결성한 석유동맹으로 카리브지역내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제안으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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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3차 정상회의(‘14.12월, 쿠바)
2019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ALBA, Petrocaribe, Mercosur, Caricom 등 지역 기구 및 협의체를 상호보완하는
경제지역(economic zone) 창설 전략을 구체화해 나아갈 것을 선언

-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의 ALBA 정회원 가입을 승인

- 미 상원의 베네수엘라 제재 법안 의결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의 대 쿠바 봉쇄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임의지정 삭제를 촉구

ㅇ 특별정상회의(‘15.3월,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등 총 11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15.3.9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행정제재 명령에 대해 비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ㅇ 제13차 정상회의(‘14.12월, 쿠바)

- ALBA, Petrocaribe, Mercosur, Caricom 등 지역 기구 및 협의체를 상호보완하는
경제지역(economic zone) 창설 전략을 구체화해 나아갈 것을 선언

-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의 ALBA 정회원 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미 상원의 베네

수엘라 제재 법안 의결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의 대 쿠바 봉쇄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임의지정 삭제를 촉구

ㅇ 특별정상회의(‘15.3월,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등 총 11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15.3.9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행정제재 명령에 대해 비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ㅇ 제14차 정상회의(‘17.3월, 카라카스) 및 제15차 정상회의(‘18.3월, 카라카스)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비정상적‧특이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고위인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반발로 반미‧반제국주의 도모

2. 주요 활동 및 의제
가. 회원국 간 공동 통화 ‘SUCRE' 창설

ㅇ ‘09.10월 제7차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5개 회원국(베네
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간 무역거래 결제수단으로 SUCRE
(Sistema Unitario de Compensación Regional de Pagos) 창설

ㅇ 최초 SUCRE 거래는 ‘10.2월 쿠바가 베네수엘라로부터 360톤 쌀을 수입하면서 10만 8천
sucres(13만 5천불)를 전자결제(송금)한 것으로 보도 (1sucre=$1.25)

47

ㅇ ‘13.6월 ALBA측 발표에 의하면 2012년 2,646회, 8억 5천 2백만 sucres(10억 6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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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불 해당) 거래 성사

※ ALBA 은행(Banco del ALBA)
			 - 2008.1월 공식 출범, 본부는 카라카스 소재
			 - 자본금 10억불로 각 회원국은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 보유
			 - 지속 가능 경제사회 개발, 빈곤·비대칭 타파, 통합 강화, 공정한 경제교류 촉진 등 목적

나. 공동경제구역 창설 논의
ㅇ ‘12.2월
ㅇ ‘13.8월

ㅇ ‘13.12월

제11차 정상회의에서 ALBA내 공동경제구역(ECOALBA) 창설 추진에 합의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경제통합 기치 아래 상호보완성, 연대성을 추구
하는 공동경제구역 창설을 위한 ‘태평양으로부터 ALBA 선언문’ 채택

제2차 ALBA-PetroCaribe 특별정상회의에서 ALBA, PetroCaribe는 물론

MERCOSUR, CARICOM을 망라하는 공동경제구역인 ‘포괄적 경제구역’
창설 추진에 합의

-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전체 대중이
공유하는 공정한 개발을 추구한다고 언급

- 실무 추진을 위해 5개국(자메이카, 도미니카, 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주도 그룹 결성 합의

III

평가 및 전망

ㅇ ALBA는 기존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중남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이익에 따라 각종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다른 독자적 소리를 내기
위해 결성

ㅇ Chávez 대통령 서거 이전에는 ALBA는 △공동경제구역 창설, △사회개발 사업(문맹

퇴출 프로그램(Yo, Sí Puedo), 기적의 수술(Operación Milagro) 등) 활발한 역내
활동을 추진해오며 역내 이목 집중

ㅇ 그러나, Maduro 대통령 집권 이후 유가 하락 및 베네수엘라 경제 침체와 함께

ALBA의 역할은 반미 제국주의 비난 등 정치활동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며, ALBA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지속 축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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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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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Caracas, Venezuela

- 주 소 : Av. Francisco Solano, Esq. Calle San Gerónimo, Edif. Los Llanos,
Piso 8. Sabana Grande, Parroquia El Recreo.
- 전 화 : +58 (212) 905 9355
- 팩 스 : +58 (212) 761 1364

- W E B : http://www.alba-tcp.org

- e-mail : sejecutiva.alb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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