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 Sistema Económico Latinoamericano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72년
ㅇ 1975.10.17

제3차 산티아고 UNCTAD 총회 시 Echeverría 멕시코 대통령의 신국제

경제질서(NIEO) 수립 제의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

2. 설립 목적
ㅇ 지역의 대외경제 협상 능력제고 및 역내 회원국들의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 전략과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 조정

ㅇ 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ㅇ 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간 정책 조율
ㅇ EU-중남미, 중남미-아시아 등 대외협력 증진

3. 회원국 현황(총 26개국)
ㅇ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
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

과이,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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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구
가. 라틴아메리카 이사회(Latin American Council)
ㅇ 최고 정책결정기관
ㅇ 구성

- 각 회원국 대표 1인

II

- 의장 1인, 부의장 2인 선출

ㅇ 주요 기능

- SELA의 일반정책 수립

경

-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선출

제
분

- 예산 승인, 회원국의 분담금 확정

야

- SELA의 활동 계획 검토, 승인

ㅇ 회기

- 매년 정기연례회의 개최

- 정기회의시 결정 또는 회원국의 1/3 이상의 요구시 특별회의 개최

나. 실행위원회(Action Committee)

ㅇ 회원국들의 제안을 사무국과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써 설립
ㅇ 구성

- 관련 회원국 대표

- 최소한 3개국 이상으로 구성
- 모든 회원국에 참가 개방

ㅇ 활동 과정 및 결과는 항시 상설 사무국에 통보
ㅇ 재정은 참여국이 부담
ㅇ 주요 임무

- 특정 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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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설 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사무총장

- 라틴아메리카 이사회에 의해 선출, 4년 임기, 연임은 불가능하나 2회 재임 가능,
동일 국적인에 의한 승계 불가

- 상설 사무국의 법적 대표

-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 현 사무총장은 Javier Paulinich로 2017-2021년 임기

ㅇ 주요 기능

- 2개국 이상 관련 프로젝트 예비연구 수행 및 장려
- 실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여와 조정

- 공동관심사에 대한 프로젝트와 수행방안을 이사회에 제안
- 이사회 초안 및 의제 준비·제출, 관련 문서의 준비·배포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ㅇ 중남미 지역통합 추진 및 관련 사항 분석

ㅇ 역내 지역통합 기구들 간 협력 및 임무 조정
ㅇ 지역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역내 협력 추구

-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종속과 대외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 지역의 협력,
통합과정 강화

- 지역 경제안보적 접근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협력, 통합 과정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단계의 발전 모색

ㅇ UNCTAD, GATT, UNIDO, 77그룹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입장 조율
- 개도국간의 기술·경제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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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 기술, 다국적 기업, 운송, 통신, 관광 관련 정보 교환
ㅇ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 및 협력 제안 검토

ㅇ 세계 경제가 중남미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회원국이 국제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제공

II

2. 최근 회의 결과
가. 제38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2.10.17-19, 카라카스)
ㅇ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경
제
분

나. 제39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3.9.27-29, 카라카스)

야

ㅇ 에콰도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 표명

ㅇ 동 정기 연례회의에서도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다. 제40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4.11.26-28, 카라카스)
ㅇ 중남미 카리브 지역 통합 메커니즘의 조정·수렴 방안 협의

라. 제41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5.11.25-27, 카라카스)
ㅇ 중남미 카리브 지역통합 현황 논의

마. 제42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6.10.26-28, 카라카스)
ㅇ 중남미 카리브 지역통합 지표

바. 제43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7.11.28.-30, 카라카스)
ㅇ 세계무역기구 관련 협정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기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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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44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8.11.26.-28, 카라카스)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무역원활화를 위한 로지스틱스 분야 등 공조 강화, 디지털화 및 전자상거래 분야 공조,
역내 빈곤퇴치, 식량 공급 제고, 재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추진

아. 제45차 SELA 라틴아메리카 이사회 정기회의(2019.11.18.-19, 카라카스)

ㅇ 역내 통상·투자 활성화 방안, 디지털화 및 전자상거래 분야 공조,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남남 협력, UNCTAD, CAF 등 지역·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1999.6월, 한·중남미협회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기관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

- 2007.7.19.-20 ‘중요 국가들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한국의 중남미전문가
초청)

ㅇ Javier Paulinich 신임 사무총장 부임(2017.8월) 이후 한국과의 협력(특히, IT 분야)에
큰 관심을 표명 중

- 동 사무총장은 2018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으로 방한(8.5-11)

- 2018년부터는 한-SELA 인턴파견 MOU 체결(2018.1.26.)을 통해 양자간 협력
모멘텀 제고 노력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Caracas, Venezuela

- 주 소 : Ave. Francisco Miranda, Torre Europa Piso 4to.
- 전 화 : (58-212) 955-7111
- 팩 스 : (58-212) 951-5292

- W E B : http://www.sela.org

-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ela.org
- e-mail : sela@se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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