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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치분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58년 설립된 서인도제도연맹(West Indies Federation)이 1962년 해체된 후 과도
기구로서 서인도제도연합국가 각료협의회(West Indies Associated States Council

of Ministers, WISA)와 동카리브공동시장(Eastern Caribbean Common Market,
ECCM)이 각각 1966년, 1968년에 설립

ㅇ 1981.6.18. 서인도제도연합국가 각료회의에서 동카리브 7개국(도미니카연방, 세인트
루시아, 앤티가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몬세랏
(영국령))들이 ‘동카리브국가기구설립조약(Treaty of Basseterre)’ 체결

- 1981년 동카리브국가기구(OECS)가 설립되면서 WISA는 OECS의 중앙사무국

(Central Secretariat)으로, ECCM은 OECS의 경제사무국(Economic Affairs
Secretariat)으로 전환

ㅇ 1981.7.2. 조약 발효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출범

ㅇ 1997년 경제사무국이 중앙사무국의 경제과(Division of the OECS Secretariat)로 편입

ㅇ 2 010.6.18. 세인트루시아에서 ‘Basseterre 조약’을 개정하여 OECS 경제공동체
(Economic Union) 설립

2. 설립 목적
ㅇ 회원국 간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6

ㅇ 회원국 간 주권, 영토, 독립 보전

ㅇ 동카리브공동시장 설립 협정 조항에 따른 경제통합 추진

I

ㅇ 회원국 간 외교정책 조율

정

3. 회원국 현황
ㅇ 정회원국(6개국 1속령) :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몬세랏(영국령)

ㅇ 준회원국(4속령) : 버진군도(영국령), 앙귈라(영국령), 과들루프(프랑스령),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4. 조직
ㅇ OECS 정상회의

- 회원국 정상들이 연 2회 참석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
- 의장직은 회원국 국가 알파벳 순서로 임기 교대

ㅇ OECS 사무국(OECS Secretariat)

- 사무총장 : Dr. Didacus Jules (세인트루시아 출신, 2014.5월-현재)

- 4개부서 운영 : Director General, Corporate Services, Economic Affairs,
Social & sustainable Development

- 의장 : Roosevelt Skerrit 도미니카 연방 총리(2020.6.~)
- 소재지 : 세인트루시아

ㅇ 해외대표부(Overseas Diplomatic Missions)

- 브뤼셀, 제네바, 모로코, 토론토(연락사무소)소재

ㅇ 기타기관

- 동카리브 중앙은행(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 세인트키츠 소재

- 동카리브 대법원(Eastern Caribbean Supreme Court), 세인트루시아소재

- 동카리브 정보통신청(Eastern Caribbe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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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소재 (도미니카연방,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5개국 참여)

- 동카리브 민간항공이사회(Eastern Caribbean Civil Aviation Authority), 앤티가
바부다 소재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회의 결과
ㅇ 2010.6월, 제51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루시아)
- OECS 경제연합(Economic Union) 수정 조약 서명

ㅇ 2011.1월, 제52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그레나다)

- OECS 경제연합(Economic Union) 설립을 위한 바스테르 개정조약 재가
- OECS 경제공동체 위임운영에 대한 안건 논의 및 동의

ㅇ 2011.5월, 제53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ㅇ 2012.1월, 제54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루시아)
- 바스테르 개정조약의 이행에 관한 입법 및 기타조치 논의
- OECS 사무국&경제연합의 재정 논의

- OECS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과 제 3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ㅇ 2012.5월, 제55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ㅇ 2012.11월, 제56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도미니카연방)
ㅇ 2013.6월, 제57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앤티가바부다)
- OECS 개발전략, 동카리브법원,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논의

ㅇ 2013.11월, 제58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몬세랏)

- 마르티니크의 회원가입 승인, 일본의 OECS 회원국 어업지원기금 논의

ㅇ 2014.7월, 제59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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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S 공정경쟁위원회 설립, CARICOM-캐나다 간 협상, 쿠바 현안 논의

ㅇ 2015.2월, 제60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마르티니크)

I

- OECS 국가 내 국제금융시스템, 역내 무역과 통합 논의

ㅇ 2015.6월, 제61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그레나다)

- OECS 금융기관 블랙리스트, 가이아나-베네수엘라 간 영토분쟁, 아이티출신 도미
니카(공)인 추방문제 등 논의

ㅇ 2015.10월, 제62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도미니카)

정
치
분
야

- 경제연합을 위한 ICT 전략, 금융기관, 보건분야, 환경 관리 논의

ㅇ 2016.7월, 제63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루시아)
- 연례 활동계획 및 예산, 총회 운영 방안 협의

ㅇ 2017.3월, 제64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키츠네비스)

- 브뤼셀, 제네바 등 해외 대표부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국제
환경 변화 대응 논의

ㅇ 2018.6월, 제65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루시아)

- 지역통합 및 협력 강화, 역내 항공 연결편 확대 방안, 대외정책 조율, 회원제도 개편 등

ㅇ 2018.10월, 제66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기후변화, 동카리브 대법원 지원 및 자금조달 방안, 아프리카 해외대표부 신설,
오타와 해외대표부 재개 논의

ㅇ 2019.6월, 제67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앤티가바부다)

- 연간 활동계획 및 예산, 교육·보건·외교·환경·관광 발전, 모로코 해외대표부 신설,
에티오피아 해외대표부 신설 검토

ㅇ 2020.2월, 제68차 OECS 정상회담 개최 (개최지 : 세인트키츠네비스)

- ICAO 및 미연방항공기구에서 동카리브 민강항공이사회의 입지 검토, 무역·농어업
산업 부흥을 위한 협력 논의, 개정된 ‘Bassetere 조약’, ‘Chaguamaras 조약’ 승인

ㅇ 2020.6월, 제69차 OECS 정상회담 화상개최 (개최지 : 도미니카 연방)

-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육·농업분야에 대한 지역적 대응, 의료장비의 조달, 국경재개
관련 보건수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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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별 활동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농업분야: Revised Plan of Action에 따라 △빈곤 및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장

중심 농업비지니스 도모, △농업관광(Agro-tourism) 서비스 개발, △CARICOM

단일시장경제와의 시너지 창출, △농업분야 프로그램 발굴 및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도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경감 및 물자원 확보 등 5개 우선분야에 집중

ㅇ 기후변화/자연재해관리 분야 : St George’s 지속가능한 환경 선언에 의거하여 역내
천연자원 및 에코시스템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리질리언스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도모

- 해당 프로그램: 해안 관리,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생물다양성 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교육 및 역량강화 등

ㅇ 경제개발 분야 : 농업, 관광, 거시경제 등 3대 분야에 집중하여 회원국의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개발 및 이행 지원에 집중

- EU,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카리브농업연구개발기구(CARDI) 등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회원국 농업 생산품의 역내/외 마케팅 활성화

- EU와 세계은행(WB)의 협력아래 동카리브 관광 교육기관(ECIT) 설립, 관광분야
인재양성 도모

- 동카리브중앙은행(ECCB)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화 지원

ㅇ 해양거버넌스 분야 : 동카리브지역 해양정책(ECROP)은 역내 해양/어업 활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활동을 위해 해양 생태계 보존 노력 및 역량강화

활동에 중점

- 주요 프로그램으로 △역내 초국적 해양관리 협력을 위한 제도마련, △거버넌스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등 기술적 서비스 제공, △OECS 해양 정책
협의(해양 데이터 표준화 등)

ㅇ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 :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며, 최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지원(SETA), 동카리브지역 에너지 표준화(ECELP), 동카리브지역
에너지규제청(ECERA)과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등 프로젝트 진행

10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I

1. 주요 활동
ㅇ Len Ismael OECS 사무총장 방한(2009.4.2-5)

- 전홍조 중남미국 심의관 면담, 한-OECS 협력방안 및 여수박람회 참가 문제 등 협의

정

-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참석

야

ㅇ Anthony Severin OECS 국제관계대사 방한(2014.10.22)

ㅇ 한국 소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박찬호 국장 2018.2월 세인트루시아 방문,
OECS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ㅇ Didacus Jules OECS 사무총장, GGGI의 글로벌녹색성장 고위급회의(2019.10월)에
참석, 향후 OECS-GGGI간 협력 논의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OECS는 동카리브국가 간 경제, 정치, 문화, 대외관계 등 제반 분야에서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양자관계 협력과 더불어 OECS를 통한 다자협력
권고

ㅇ OECS는 선진 조선업, IT기술, 수학과학 등 기초교육 부분에서 한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페리선박 운영을 고려
하고 있는 바, 동 분야 한국과의 기술협력 희망

IV

평가 및 전망

ㅇ OECS 회원국들은 영연방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역사적·지리적·경제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단일통화(동카리브달러) 사용, 동카리브 대법원 설치 등 상당정도의 통합에
진척

- 영국령 버진군도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를 제외한 회원국 모두 동카리브달러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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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분

ㅇ OECS의 7개 회원국은 2009.12.29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설립 조약을 체결하고, 2010.6.18 단일 금융·경제지역인 경제공동체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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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정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회원국의 의회 및 행정부 내 비준 절차를 거쳐 OECS가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로 운영되도록 노력

- 그 러나, 카리브 지역에 이미 카리브공동체(CARICOM) 단일시장(Caribbean

Single Market and Economy)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ECS 회원국 별도의

subregional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역내 의견으로 인하여 비준
진척에 어려움.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Saint Lucia

- 주 소 : Morne Fortune, P.O.Box 179, Castries
- 전 화 : (758) 455-6327 / 455-6300
- 팩 스 : (758) 453-1628

- 홈페이지 : http://www.oecs.org
- 이메일 : oecs@oe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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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I

- Parlamento Latinoamericano -

정
치
분
야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64.12.10
ㅇ 1987.11.16
ㅇ 1994.12.10

페루 리마선언을 통해 중남미 의회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페루 리마에서 18개국 정상이 라틴아메리카의회 설립 협정 (Tratado

de Institucionalización del Parlamento Latinoamericano)에 서명

페루 리마에서 14개국 16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총회

(Asamblea Constitutiva) 개최

2. 설립 목적
ㅇ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간 경제, 정치 및 문화적 통합 추진
ㅇ 자유, 사회정의, 경제적 독립 및 국회 민주주의 수호
ㅇ 인권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ㅇ 각 국가의 헌법 및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의회의 활성화, 민주주의 회복 및 헌법 시스템
복구 노력

ㅇ 라틴아메리카 통합 관련 연구

3. 회원국(총 23개국)
ㅇ 중 미(7) :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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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리브(5) : 아루바,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마틴, 퀴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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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 미(11)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옵서버 국가(4) : 중국, 모로코, 푸에르토리코, 벨라루스

4. 주요 원칙
ㅇ 민주주의 수호

ㅇ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

ㅇ 회원국 국민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 존중
ㅇ 라틴아메리카 커뮤니티의 정치와 이념의 다양성 인정
ㅇ 회원국의 사법제도 평등성 인정

ㅇ 정치적 독립과 영토에 대한 위협 및 무력행위 반대

ㅇ 국제분쟁 발생시, 효과적이고 정당한 협상을 통해 해결 도모
ㅇ 국가 간 화합 및 협력관계에 있어 국제법 원칙 적용

5. 의회 구성 및 협력기관
가. 의회 구성

ㅇ 총회(Asamblea)

- 라틴아메리카의회의 최고 기관으로, 각 회원국 의원 대표들로 구성
※ 총 276석(국가 당 12석), 각국 내 정당별·성별 의석 비중 반영

- 매년 1회 파나마 소재 사무국에서 정기총회 개최

ㅇ 이사회(Junta Directiva)

- 총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라틴아메리카의회의 최고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총회에서
의원 표결로 선출(2/3 이상 득표자)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 구성원 : 의장, 의장 대행, 부의장,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사무장, 상임위원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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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기관관계사무장, 의회관계사무장

- 현 이사회(2019-2021 임기)

I

• 의장 : Jorge Pizarro Soto(칠레)

• 의장 대행 : José Serrano(에콰도르)

• 부의장(총 23명) : 회원국 국회별로 각 1명씩 부의장 임명

정

• 사무총장 : Lucía Virginia Meza(멕시코)

치

• 상임위원회 사무장 : Rolando González Patricio(쿠바)

분
야

• 상임위원회 사무장 대행 : Silvia del Rosario Giacoppo(아르헨티나)
• 기관관계사무장 : Karine Niño Gutiérrez(코스타리카)
• 의회관계사무장 : Leandro Ávila(파나마)

ㅇ 상임위원회(Comisiones Permanentes, 총 13개)

① 농업·축산·수산위원회(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② 경 제·사회적부채·지역개발위원회(Asuntos Económicos, Deuda Social y
Desarrollo Regional)

③ 정치·시정운영·통합위원회(Asuntos Políticos, Municipales y de la Integración)
④ 인 권·수감정책·사법위원회(Derechos Humanos, Justicia y Políticas
Carcelarias)

⑤ 교육·문화·과학·기술·통신위원회(Educación, Cultura, Ciencia, Tecnología y
Comunicación)

⑥ 에너지·광업위원회(Energía y Minas)

⑦ 성평등·아동·청소년위원회(Igualdad de Género, Niñez y Juventud)
⑧ 노무·사회적예방위원회(Asuntos Laborales y de Previsíon Social)
⑨ 환경·관광 위원회(Medio Ambiente y Turismo)

⑩ 원주민·흑인·소수민족위원회(Pueblos Indígenas, Afrodescendientes y Etnias)
⑪ 보건 위원회(Salud)

⑫ 시민안전·마약·테러·조직범죄예방근절위원회(Seguridad Ciudadana, Combate y
Prevención al Narcotráfico, Terrorismo y Crimen Organizado)

⑬ 공공서비스·소비자 보호 위원회(Servicios Públicos y Defensa del Usuario y el
Consumidor)

15

ㅇ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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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의회의 사무 총괄 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 지원을 비롯해 회원국
간 조율을 담당

- 주요 업무로는 △회원국에 회의결과, 의사회 협의 안건, 회의 개최일자 및 의제 등
통보 및 회람, △회원국으로부터 조약, 법안, 권고사항 등 접수 및 배포, △회의 개최
시 참석자 확인, △신규 의원들에 대한 승인 심사 등

ㅇ 공식 언어

-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나. 기타 협력 기구
ㅇ 지역 의회기구

- 중미의회(PARLACEN)

- 아마존의회(Parlamento Amazónico)
- 안데스의회(Parlamento Andino)

- 원주민의회(Parlamento Indígena)

- 남미공동시장 의회 합동위원회(Comisión Parlamentaria Conjunta del
Mercosur)

- 유럽-라틴아메리카 의회(EUROLAT)

ㅇ 국제기구

- UN, UNESCO, OAS, UNOPS, UN Women, UNEP, OEI, APT, IOM, FAO,
ECLAC 등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연혁
가. 회의 및 주요 행사
- 20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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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퇴치 포럼 개최(브라질 상파울루)

- 2010.12.3

제26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1.8.30

빙하 보호 기본법 발의(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1.8.18

한-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1.12.2

I

제27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2.11.30

- 2013.10.18-19

제28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제29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3.10.19

라틴아메리카의회 신청사 개소식(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4.12.6

라틴아메리카의회 50주년 기념 총회

- 2013.11.21-22

치
분
야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5.5.15-16

제30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6.12.2-3

제32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5.11.27

정

제31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7.6.9-10

제33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7.11.24

제34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7.12.11

중미통합체제(SICA) 청년포럼 개최

- 2018.4.3-6

유럽-중남미의원연맹회의(EUROLAT) 상임위 및 이사회 회의 개최

(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8.9.20

제4차 어업 및 수중동물 양육 관련 의회포럼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8.9.29

제2차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지역세미나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8.10.3

제3차 기후변화 의회네트워크 회의(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9.12.12-13

제12차 EUROLAT 정기 총회 및 PARLATINO 창립 55주년(파나마

- 2019.6.14

제35차 정기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나마시티)

나. 협력협정 및 MOU 체결
- 2011.8.18

한-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5.9.8

OAS사무국-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4.8.18

아르헨티나의회-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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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FLACSO-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6.7.29

고문방지협회(APT)-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6.3.28

벨라루스의회-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벨라루스 민스크)

- 2016.7.29

국제이주기구(IOM)-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6.12.15

UAE 연방평의회-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UAE 아부다비)

- 2016.10.18
- 2017.1.18
- 2017.4.3

- 2018.4.25
- 2018.7.3

유엔환경계획(UNEP)-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에콰도르 키토)
스페인 UNIR국제대학-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

국제의원연맹(IPU)-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방글라데시 다카)
모로코 의회-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모로코 라바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9.2.6

선거재판소-국가 조사위원회-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 2019.4.22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교육·과학·문화기구-라틴아메리카의회 기본협력협정

- 2019.6.13

파나마시티)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카타르 슈라위원회-라틴아메리카의회 MOU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9.6.13

중미공공행정연구원-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 2019.6.14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회(AFROLAC) 포럼 결성 의향서 서명(파나마

- 2019.6.13
- 2020.1.16

시민지평선재단-라틴아메리카의회 협력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나마시티)

멕시코의회-라틴아메리카의회 통신 관련 협정 체결(파나마 파나마시티)

다. 선언 및 결의안 발표

ㅇ 기아퇴치를 위한 선언(2009.9.4)
ㅇ 물 권리에 관한 선언(2011.12.2)

ㅇ 동식물 질병이 인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언(2013.10.19)
ㅇ 콜롬비아 평화를 위한 선언(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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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 및 對쿠바 경제·통상·금융 엠바고 해제 촉구 선언
(2015.6.6)

I

ㅇ 중남미 통신사 로밍 통합 추진 촉구 선언(2015.9.2)
ㅇ 기아 퇴치를 위한 선언(2015.11.27)

ㅇ 앙카라, 마이두구리, 모가디슈, 베이루트, 파리, 바마코 테러 규탄 선언(2015.11.27)

정
치

ㅇ 기후 변화에 대한 선언(2015.11.28)

분

ㅇ 안전하고, 질서있고, 상시적인 이민을 위한 글로벌 협약 채택 관련 결의안(2017.6.10)
ㅇ 글로벌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에너지 활용 증진 결의안 (2017.6.10)
ㅇ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선언(2017.11.24)

ㅇ 스포츠 내 인종주의, 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한 선언(2017.11.24)

ㅇ 정당간 허위 정보 및 허위 뉴스 생성·유포 반대에 대한 선언(2019.6.14)
ㅇ 현 국제이주 흐름에 대한 선언(2019.6.14)
ㅇ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2019.6.14)

ㅇ PARLACEN, PARLANDINO, PARLASUR, PARLATINO 공동 선언(2019.8.30)
ㅇ 환경 보존에 대한 선언(2019.9.6)

ㅇ 국제 로밍 서비스 권리에 대한 선언(2019.9.12)

ㅇ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선언(2019.11.29)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회 선언(2020.3.19)
ㅇ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EUROLAT 공동 의장 선언(2020.3.20)
ㅇ 대외채무 및 경제 봉쇄에 대한 선언(2020.3.25)

ㅇ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EUROLAT 공동 의장 선언(2020.3.30)
ㅇ 세계 보건의 날 기념 선언(2020.4.7)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선언(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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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 국제식량공급에 대한 선언(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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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학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선언(2020.4.20)

ㅇ 코로나19 팬데믹 중 언론 기자 및 특파원의 역할에 대한 선언(2020.4.23)
ㅇ 국제 노동자의 날에 대한 선언(2020.4.29)

ㅇ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회-유엔세계식량계획 공동 선언(2020.5.4)

ㅇ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유럽연합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와의 관계에 대한 선언
(2020.5.15)

ㅇ 라틴아메리카의회-Siena 대학교 협정 체결

ㅇ 의회 차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회의 관련 선언(2020.6.1)
ㅇ 인종차별 관련 선언(2020.6.20)

라. 최근 총회 주요 결과

ㅇ 제33차 총회(2017.6.9-10)

- 2017-2018 임기 신임 의장단 선출

- △지속가능한 에너지 상호보완 법안, △고체폐기물 처리 법안, △삼림보호 법안,
△이민 관련 결의안 등 승인

- 중남미·카리브 지역 내 이민 관련 고위급 의원 간담회 개최

- 전임 의장(Blanca Alcala, 멕시코 상원의원)의 임기(2015.5-2017.6) 중 주요 성과
보고

- 2016.12.1-2017.5.31간 회계 결과 보고

ㅇ 제34차 총회(2017.11.24)

- José Mujica 前 우루과이 대통령 초청 연설

- 투명성·부패 근절 포럼 보고(연사 : José Serrano 에콰도르 국회의장)

- △표준 법안의 작성·논의·승인 절차 마련 및 △인신매매 법안, △아르보바이러스
(Arbovius) 매개체 곤충 관리 법안, △의약품 공공 생산 법안 승인

- 2018년 예산안 승인
-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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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5차 총회(2019.6.14.-15.)

- 우루과이 정당간 허위 정보 및 허위 뉴스 생성·유포 반대 관련 결의안 승인

I

- 이주민 지원, 보호, 인권보호 관련 결의안 승인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될 라틴아메리카의회의 기후변화 법안
관련 결의안 승인

정
치
분

2. 주요 활동

야

가. 라틴아메리카 개발 및 통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ㅇ 중남미 국가 간 또는 민족 간 상호 이해 촉진 및 문화적 동질성 강화를 통해 통합 및
개발 가속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ㅇ 초기 단계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저 연령층 학생 위주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연령층의 학생들이 대상

나. 중남미 법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ㅇ 중남미 각국의 마약거래 퇴치 및 환경 관련 법안 검색 가능
ㅇ 마약거래 퇴치, 환경 보호 관련 분야 법률 연구

ㅇ 주요 사안에 대해 표준화된 모델 법률안을 작성하여 회원국 간 공유

다. 환경프로그램 운영

ㅇ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가 저조한 중남미 지역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시키고, 사회단체의 동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주요 목적

ㅇ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등에서 동 프로그램 운영

라. 기아퇴치(Frente Parlamentario contra el Hambre) 운동

ㅇ 중남미 지역 영양실조와 기아 퇴치를 위해 전담반 구성 및 각 지역별 상황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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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프리카 의회에 지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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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아프리카 의회 및 모로코 의회와 협력하여 중남미 카리브 지역의 식량 안보와 기아
퇴치 운동 관련 지식 공유

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선언

ㅇ 유엔 식량 농업기구, 유엔 여성기구, 세계식량계획, EUROLAT의회 등과 보건, 성평
등, 아동학대, 경제봉쇄 등 관련 공동 선언 발표

[참고]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 내용
상임위원회

1

농업·축산·수산위원회

2

경제·사회적 부채·지역개발 위원회

3

정치·시정운영·통합위원회

4

인권·수감정책·사법위원회

5

교육·문화·과학·기술·통신위원회

6

에너지·광업위원회

7

양성평등·아동·청소년위원회

8

노무·사회적 예방 위원회

9

환경·관광위원회

10

원주민·흑인·소수민족 위원회

11

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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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 기아퇴치
- 식량손실 및 낭비 방지를 위한 모델 법안 마련
- 기후변화와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외부채, 세계경제질서, 플라스틱용기 사용

- 이민자 안전, 존엄성, 인권보호 모델 법안 마련
- 회원국 재외공관 간 이민자 보호 협력 틀 마련

- 인권운동가·시민안전을 위한 모델 법안 마련
- 디지털 교육 보편화 공공정책 프레임 작성
- 인신매매 문제 해결 및 청소년 교도소 문제 분석

- 평화문화 교육, 행정학교, 의료용 대마 재배·판매 교육
- 문화유산 보호 법률 정리

- 도시 에너지 분야 연구

- 유치원, 놀이방 규제 및 관리 모델 법안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치안, 교육, 직업훈련, 주거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장애인의 사회적 정의 개선

- 수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 농촌 관광 활성화

- 원주민 및 일반 사법관할권 간 조정 모델 법안 마련
- 의약품 공공생산 관련 모델 법안 초안 논의
- 황열병 매개 곤충 통제 모델 법안 마련

12
13

시민안전·마약·테러·조직범죄
예방근절 위원회

공공서비스·소비자보호 위원회

- 시민안전 및 인권보호 기본법 내 인신매매 금지 모델 법안
초안 논의
- 국제로밍 규제 법안 초안 논의

I
정

III

치

우리나라와의 관계

분
야

1. 주요 활동
ㅇ 한-라틴아메리카의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중남미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2011.8.18 체결된
한-라틴아메리카의회 인턴십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따라, 2020년까지 총 8명의 한국인
대학생(대학원생)이 각 6개월간 동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우리나라의 옵서버 국가 가입 검토 및 13개 상임위원회가 추진하는 협업 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ㅇ 라틴아메리카의회 직원의 방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신설 검토

ㅇ 파나마 국회 내에 조직된「파나마-한국 의원친선협회」를 활용하여 우리 국회와 라틴
아메리카의회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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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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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라틴아메리카의회는 의회차원의 주요 사업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민주주의 수호, 개발
및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남미 국별 협력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의회와의 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2018.7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라틴아메리카의회 내 중국관 설치

ㅇ 2015년 미주기구(OAS) 및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2016년

유엔환경계획(UNEP), 2017년 국제의원연맹(IPU)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다자무대
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심화 노력 지속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Ciudad de Panamá, PANAMÁ

- 주 소 : Ave. Principal de Amador, Edificio Parlamento Latinoamericano.
Apartado Zona 4, Panamá

- 우편물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namá Casilla Nº 1527 - Parlamento
Latinoamericano San Felipe, Calle 3ª, Palacio Bolívar, Edificio 26 Panamá 4,
Panamá
- 전 화 : (507)201-9000, 9028
- 팩 스 : (507)201-9000

- 웹사이트 : http://www.parlatino.org
- E-mail : info@parlatino.org

director_sede@parlatin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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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I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nos -

정
치
분
야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2010. 2월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Riviera Maya)에서 개최된「제21차 리오그룹

(Grupo de Rio) 정상회의」및「제2차 중남미통합개발 정상회의(CALC)」
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결성키로 결정(칸쿤

ㅇ 2011.12월

선언)

베네수엘라 까라까스(Caracas)에서 개최된「제22차 리오그룹(Grupo de
Rio) 정상회의」및「제3차 중남미통합개발 정상회의(CALC)」계기에 동 두
기구를 통합한 CELAC 출범(까라까스 선언)

※ 리오그룹(Grupo de Rio) : 중미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4개국이 1980년대 초 결성한 ‘콘타도라 그룹’(Contadora Group)이 1986년 라틴아메리카
최대 정책협의체인 리오그룹으로 발전
※ 중남미통합개발 정상회의(CALC, Cumbre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sobre
Integracion y Desarrollo): 2008년 브라질의 제의로 출범한 협의체로 역내통합, 에너지,
식량, 경제발전 등 경제적 의제를 논의

2. 설립 목적
ㅇ 민주주의 및 민주적 가치 보존, 회원국 간 정치적 대화 강화, 국제 사회에서 지역 입장
대변 등

ㅇ 대내적으로 연대 강화, 국가 간 경제적 보완성 증대 및 사회통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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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현황(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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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
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

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
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
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2020.1. 브라질, 참여 중단 선언

4. 주요기관 및 기능
ㅇ 사무국이나 집행위원회 등 상설 운영기구를 두지 않고, 과거 리오그룹과 동일한 협의체
방식으로 당분간 운영

※ 매년 교대로 의장국을 선정, 동 의장국이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의장국 외교장관이 임시 사무
총장 역할)

II

최근 활동 및 동향

ㅇ 제1차 정상회의 개최(‘13.1.27-28, 칠레 산티아고)

- 중남미·카리브 정상 및 부통령·외교장관 등 33명 참석

- 73개 항으로 구성된 ‘제1차 CELAC 정상회담 산티아고 선언’ 채택

※ 1차 CELAC 정상회담 산티아고 선언 주요 내용 : △ 대화(Dialogo)와 협상(Negotiation)을
통한 역내 국가간 통합 및 결속 강화라는 CELAC의 주요 임무 재확인 △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 및 성장을 위한 협력 약속

ㅇ 제1차 EU-CELAC 정상회의(칠레 산티아고, ‘13.1.26-27)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맹, 사회·환경을 고려한 투자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합의 등 내용의 ‘산티아고 선언’ 채택

- 중남미 및 유럽정상 43명 참석

ㅇ 제2차 정상회의 개최 (‘14.1.28-29, 쿠바 아바나)
- 중남미·카리브 정상 및 대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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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및 미주기구(OAS) 사무총장도 특별초청 자격으로 참석

- △국제주요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연대감 과시,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조치 반대, △국제사회의 핵무기확산 금지 노력 지지, △EU, 중국,

러시아 등과 대화 메커니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아바나 선언” 채택

ㅇ 제3차 정상회의 개최 (‘15.1.28-29, 코스타리카 벨렌)

I
정

- 중남미·카리브 정상 및 대표 참석

치
분

※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유엔중남미경제위(ECLAC) 사무총장도 특별초청

-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글로벌 개발과제 수립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대처 △세계무대에서 CELAC 회원국 간
공동입장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벨렌정치선언” 채택

- 다수 회원국들이 CELAC 상설사무국 설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

ㅇ 제2차 EU-CELAC 정상회의(벨기에 브뤼셀, '15.6.10-11)

- △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하는 ‘정치선언’, △UN 개혁, 이민
문제, 군축 및 안보, 인권, EU-쿠바 관계 개선, 기후변화 등 각종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등을 약속하는 ‘브뤼셀 선언’, △‘행동계획’ 등 3개 문건 채택

※ ‘행동계획’은 고등교육, 시민안전, 이주, 고용, 양성평등 등 10개 분야 작업계획 및 협력조치
등을 규정

ㅇ 제4차 정상회의 개최 (‘16.1.27, 에콰도르 키토)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민주주의 실현, △동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정착,
△쿠바-미국간 외교관계 재수립 평가 및 미국의 대쿠바 경제·무역·금융제재의 조건

없는 해제 촉구 △한국, EU,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일본, ASEAN 등과의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키토정치선언” 및 “2016 행동계획” 채택

- 콜롬비아 평화협상 지지, 아이티 대선 연기 진상 파악, 지카 바이러스 공동노력 등
합의

- 칠레가 북한핵실험 관련 특별선언 채택을 제안하였으나 미합의

ㅇ 제5차 정상회의 개최 (‘17.1.24-25, 도미니카공화국, 푼타 카나)

- 역내 이민자 문제, 미-쿠바 관계, 빈곤, 식량안보, 마약문제, 핵무장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푼타 카나 정치선언” 및 “2017 행동계획” 채택

※ 제3차 EU-CELAC 정상회의가 ’17.10월 엘살바도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정당성에 반대하는 리마 그룹 국가들의 회담 불참 통보로 회의 개최가 무산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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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제3차 정상회의 대신 ’18.7월 제2차 EU-CELAC 외교장관회의가 개최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2018년도 의장국 선출이 지연되며 엘살바도르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의장국을 지속
하고 있는 가운데, ’18.7월 제2차 EU-CELAC 외교장관회의에서 2019년 의장국으로 볼리
비아 승인

ㅇ 2020년 멕시코의 의장국 수임

- 멕시코는 2020.1.8. CELAC 외교장관 회의 및 의장국 수임식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로 14대 협력프로그램을 발표함(우주 및 항공, 재난대응, 과학기술, 교육,

정부구매, 보건, 부패, 역외협력국 관계 강화, 국제협력, 조직발전, 빈곤 및 불평등,
공동보조, 해양자원, 관광)

※ 외교장관 회의 시 29개국 참석
(볼리비아,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불참)

-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화상회의만 개최

※ 코로나19 장관급 화상회의(3.26), ‘새로운 세계 경제’ 제하 정부-학계 화상회의(5.28), 우주
관련 화상회의(7.2), FAO-CELAC 온라인 세미나(보건위기와 식량위기, 7.23)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우리나라는 CELAC 출범 이듬해인 2012년부터 유엔 총회 계기「제 1, 2차 한-CE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각각 ’12.9월, ’13.9월),「제4, 5, 6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각각 ’15.9월, ’16.9월, ’17.9월) 개최

※ CELAC의 전신인 리오그룹과 ’96-’11년간 10차례「한-리오그룹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던 것을 승계, 다자 차원에서 대 중남미 협력을 논의하는 주요 고위급 협의 채널로 활용
※ ’13년까지 전·현·차기 의장국의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되다가 ‘14년부터 CARICOM 의장국이
포함된 콰르테토 체제로 변경

ㅇ「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는 ’14.7월「제7차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계기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역별 양자 대화 협의체 중 최대 규모인 CELAC과의
협력 메커니즘 확대·강화

ㅇ ’16.4월 전년도「제4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후속조치로「한-CELACECLAC」3자 세미나(칠레 산티아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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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CELAC 최초의 실질협력 사업으로 ’16.12월 칠레(산티아고)에서「한-CELAC 중소

기업 국제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7.12월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에서
제2차 워크숍 개최(주제: 전자무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I

※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강화 워크숍
- CELAC 회원국 중소기업 분야 정책결정자, ECLAC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
중소기업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ㅇ 상기 협력 사업의 제도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는 한-ECLAC-CELAC
간 3자협력을 통해 다년도 프로젝트인 ‘한-CELAC 중소기업 국제화 협력 프로젝트
(CORPYME)’ 사업으로 추진, 한-ECLAC 협력기금을 통해 지원

※ CORPYME 사업(’18.5월 한-ECLAC 간 협정서 체결)
(COREA-CELAC Cooperacion Proyecto para la Internacionalizacion de la Pequenas y
Medianas Empresas)
- 재원 : 한-ECLAC 협력기금 중 일부 활용

- 사업내용 (2018년)
• CELAC 회원국 대상 ‘전자무역 및 전자싱글윈도우’ 관련 조사(survey) 수행
			• 홈페이지 제작 및 관련 자료 작성
			• 제3차 한-CELAC 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제4차 한-CELAC-ECLAC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0.9월)

IV

평가 및 전망

ㅇ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역내 공통 이슈에 대한 해결을 추구
하고 있어, 역내 다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참여국간 내적 동기는 국가 규모·지도부 성향에 따라 상이

ㅇ 한편, 국가별 정치성향,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국가간 결속력 부족, 빈부 격차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 상존

- CELAC내 친미 성향 태평양 동맹(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을 아우르는 리마

그룹과 반미 성향 ALBA 국가군 공존, 치안문제 및 경제 분야에서의 대미 의존성
등은 CELAC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있어 한계로 작용

-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 및 니카라과 반정부 시위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차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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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미주기구(OAS, OEA)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890년 제 1차 범미주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워싱턴)에서 18개 미주국은 미주공화국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s)을 창설하였고, 워싱턴에 미주공화국가 통상사무국

(Commerci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을 설립함으로써 동
연맹을 대표

ㅇ 1901년 제2차 범미주회의(멕시코시티)에서 미주공화국가 통상사무국을 미주공화
국가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

으로 개칭

ㅇ 1910년 제4차 범미주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를 범미연맹(Pan American
Union)으로 발전

ㅇ 1948년 제9차 범미주회의(보고타)에 결집한 21개 미주국 대표들은 범미연맹을 미주
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로 개칭하고, 미주기구헌장 채택

2.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35개국) : 미국,
라스,
도스,
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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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OAS 활동에 불참 중인 회원국

- 베네수엘라 : 2018.6월 제48차 총회에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 및 인도주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바, 베네수엘라는 OAS 탈퇴 의사 표명
- 쿠바 : 2009.6월 외교장관 협의회시 회원국들은 쿠바의 OAS 활동배제결의안(1962년)의
효력을 종료시켰으며, 쿠바측은 2015.4월 제7차 미주기구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제한적 복귀

ㅇ 아시아(11) :

한국(1981년 가입),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ㅇ 유럽(46)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조지아, 슬로베니아, 영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모나코,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타,

ㅇ 아·중동(14) :
ㅇ EU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베닝

다. OAS 사무총장
ㅇ 초대

1948-1954

Alberto Lleras Camargo(Colombia)

ㅇ 제3대

1956-1968

José A. Mora(Uruguay)

ㅇ 제2대
ㅇ 제4대
ㅇ 제5대

1954-1955
1968-1975
1975-1984

정
치
분
야

나. 상임 옵서버(71개국 및 EU)

:

I

Carlos Dávila(Chile)

Galo Plaza(Ecuador)

Alejandro Orfila(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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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6대

1984-1994

João Clemente Baena Soares(Brazil)

ㅇ 제8대

1999-2004

César Gaviria(Colombia)

ㅇ 제7대
ㅇ 제9대

1994-1999

César Gaviria(Colombia)

2004.9-2004.10 Miguel Rodríguez Echeverria(Costa Rica)

※ 2004.10-2005.5 Luigi. R. Einaudi 사무총장 대리(미국)

ㅇ 제10대

2005-2010

Jos Miguel Insulza(Chile)

ㅇ 제12대

2015-현재

Luis Almagro Lemes

ㅇ 제11대

2010-2015

Jos Miguel Insulza(재선)

라. 공식 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3. 주요기관 및 기능
가. 총회(General Assembly)
ㅇ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기관

- 모든 회원국 1국가 1표 행사

ㅇ 매년 2/4분기 중 정기 총회 개최, 사업 및 예산 승인

ㅇ 특수상황 발생 시 상임이사회는 회원국의 2/3 찬성으로 특별총회 소집

나. 외교장관 협의회(Meeting of Consultation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ㅇ 회원국의 공통 관심사 토의 및 긴급사안 논의

ㅇ 모든 회원국은 협의회를 제의할 수 있으며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는 회의
개최 여부 결정

ㅇ 무력 침략 및 역내 위협 발생 시 상임이사회 의장은 외교장관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
하는 상임이사회 회의를 즉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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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주 사법 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

ㅇ 미주기구헌장 제53조에 포함된 기관 중 하나이며, 미주기구의 사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법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문화(codification) 도모

라. 미주 인권 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
정

ㅇ 195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차 외교장관 협의회 결의안에 의해 창설

치

ㅇ 동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4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고 한차례 재임 가능

마. 이사회(Council)

ㅇ 상임 이사회(Permanent Council)

- 구성 : 회원국 OAS 상주대사로 구성

- 기능 : 긴급사태 대처,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구 및 예산 심의와 사무국 운영 감독,
총회 준비위원회 역할, 협정초안 제시 및 OAS-미주국가간의 협력 도모

ㅇ 미주 통합개발 이사회(Inter-American Council for Integral Development)
- 구성 : 회원국 각료급 위원

- 기능 : 빈곤퇴치 및 통합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 및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바.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ㅇ 소재 : 미국 워싱턴

ㅇ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정책 및 계획 집행
ㅇ 임기 5년의 사무총장

ㅇ 현 사무총장 : Luis Almagro Lemes

- 2015.5 취임, 전 우루과이 외교장관, 전 우루과이 상원의원

ㅇ 산하 사무국(7개)

- 민주주의 강화 사무국(Secretariat for Strengthening Democracy : SSD)

- 통합발전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 for Integral Development : S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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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원 안보 사무국(Secretariat for Multidimensional Security :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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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정 사무국(Secretaria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 SAF)
- 법무 사무국(Secretariat for Legal Affairs : SLA)

- 권리·평등 접근 사무국(Secretariat for Access to Rights and Equity : SARE)
- 서반구 문제 사무국(Secretariat for Hemispheric Affairs : SHA)

사. 산하 전문기구

ㅇ 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PAHO)
ㅇ 미주아동연구소(Inter-American Children's Institute : IIN)

ㅇ 미주여성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Women : CIM)

ㅇ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
PAIGH)

ㅇ 미주원주민연구소(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 III)

ㅇ 미주농업협력연구소(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
IICA)

아. 기타 산하기관

ㅇ 미주사법연구소(Justice Studies Center of the Americas)

ㅇ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Inter-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
CICAD)

ㅇ 미주통신위원회(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ITEL)
ㅇ 미주테러방지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against Terrorism : CICTE)

ㅇ 미주자연재해감소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cion : IACNDR)

ㅇ 미주항만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Ports : CIP)
ㅇ 미주방위위원회(Inter-American Defense Board : IADB)

34

ㅇ 미주개발재단(Pan American Development Foundation : PADF)
ㅇ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

I

ㅇ 감사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 OIG)
ㅇ 외부 감사 위원회(Board of External Auditors)

ㅇ 학술연구 및 전문화개발 심사위원회(Selection Committee for Scholarships for
Academic Stud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 CSBEAT)

치
분
야

ㅇ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I

정

최근 활동 및 동향

1. 이슈별 주요 활동
가. 민주주의 및 안보 강화
ㅇ 선거참관단 파견

- OAS는 1962년 첫 참관단 파견 이후 늘어나는 파견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2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시행된 246개 이상의 선거에서 감시활동을 시행하였으며 10,000
명이 넘는 국제 선거참관단을 파견, 동지역의 평화적·민주적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 2016년 OAS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선거참관단 파견
- 역내 11개국에서 25개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 시행중
※ OAS 선거참관단 파견 현황(2014-2020)

- 2014년도 : 도미니카, 페루,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등
- 2015년도 : 벨리즈,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이티, 수리남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등
- 2016년도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아이티, 자메이카, 페루, 미국 대선,
총선, 국민투표 및 지방선거
- 2017년도 : 바하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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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대선,
총선, 국민투표 및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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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대선, 총선,
국민투표 및 지방선거
- 2020년도 :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총선, 국민투표 및 지방선거
(9월 현재)

ㅇ 각종 분쟁시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

- OAS는 헌정질서 및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역내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사태
조사단 및 중재 대표단을 파견하여 민주체제 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

- OAS는 벨리즈-과테말라 간 영토 분쟁을 중재하였으며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 지원
임무(Mission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Colombia : MAPP) 수행 중

ㅇ 입법기구 강화, 지방 분권화 및 정당 현대화 노력 지원

- OAS는 입법기구 강화 프로그램으로 미주 입법기구 수장 간 포럼 및 미주 청년의원

간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상·관용·존중 등 민주주의 가치가 입법부 운영 과정에
반영되도록 장려

- OAS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당간 정기적인 대화 지속과 각국 의회의 구조개선,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키 위해 주기적으로
미주정당포럼(Forum on Political Parties) 개최

- 또한 OAS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각국 의회 제도의 강화와 지방 분
권화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증진을 위해 청년지도자 연수 사업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ㅇ 역내 테러 및 마약퇴치 활동 전개

- OAS는 9.11 테러발생 이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역내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

-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CICAD)를 통해 마약퇴치법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거래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주 34개국 간 마약퇴치전략,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퇴치戰 전개

- OAS는 서반구 지역에서 펜타닐, 헤로인, 여타 합성 진통 마취제 및 新향정신성물질로
인해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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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남미 지역 지뢰제거 작업

- OAS는 1993년 이래 대인지뢰에 대응한 포괄적 행동(AICMA)을 실시, 지뢰의 위험

성에 대한 교육, 지뢰 피해자 지원, 지뢰 매설지대의 사회·경제적 가치 회복, 지뢰
관련 DB구축, 지뢰 사용·판매 및 이전의 금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

- 한편, OAS는 중남미 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바, 1993년 이래
현재까지 10개 회원국(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 수리남)에서 동 작업 실시

- 29개 OAS 회원국 및 EU,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국들은 동 프로그램에 재정·기술
지원 및 장비 제공

나. 지속 개발 프로그램 추진

ㅇ OAS는 UN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서 UN환경계획(UNEP), 지구환경

기구(GEF),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와 공조하에 수자원 관리,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적응, 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평가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이행중

ㅇ OAS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 7천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한 것 외에,
GEF-WB 환경기금 활용 및 민간차원에서 환경서비스 비용 지불 등 다양하고 혁신
적인 재정조달 방식 모색

ㅇ OAS는 미주 지역 내 지속가능한 도시 창출을 위해 도시 관리에 있어 고위급 정책회담,

10여개 현장실습 프로젝트, 시청 관료들의 역량 강화, 도시 간 지식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추진

다. 역내 각종 사회문제 해소 노력

ㅇ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보 및 인권의 보호·증진 활동

- OAS는 미주 인권위원회(미국 워싱턴 소재) 및 미주 인권재판소(코스타리카 산호세
소재)를 통해 인권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원주민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빈곤 및 인신매매 퇴치, 사회 불균형 해소에 주력

- 테러,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보장과 교육,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도모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미주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를 통한 중재 및 우호적 해결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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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인권위원회는 미주 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서, 중남미

국가 옴부즈만 간 국제적 인권기준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국가 역량 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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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조직 훈련 프로그램, 이주 및 국내난민 문제와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에 집중

- 최근 각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OAS 특별보고관 파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Almagro
Lemes 사무총장은 미주 인권위원회 활동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

- 1996년도에는 미주 반부패협약을 채택, 회원국들의 동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함

으로써 역내 부패추방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2018년에는 현장 방문, 전문가위원회,
미주 반부패포탈 유지 등에 예산 사용

- OAS는 2005년부터 미주 보편적 시민정체성 프로그램(PUICA)을 통해 출생신고
및 유권자등록 캠페인 등을 추진한바, UNICEF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내 영유아 과소등록비율이 2008년 11%에서 2017년 5%로 감소

- 2018년 OAS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시민권’, ‘라틴아메리카 내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철폐’,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벨렘 도 파라
(Belem Do Para) 협약에 따른 후속 매커니즘’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 신장 노력 경주

- OAS는 2009년부터 OECD와 공동으로 미주 지역 내 국제 이주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주 흐름, 규범적 프레임워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 OAS는 중앙아메리카 이주 및 난민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개발중인바, OAS는

브라질 내 베네수엘라인들의 강제 이주 현장을 시찰하고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에
대한 기여 방안 모색

라. 역내 자유무역 강화 노력

ㅇ OAS는 1994년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의 이후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을 목표로 IDB 및 ECLAC과의 협력 하에 FTAA 교섭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ㅇ 아울러 미국과 중미 5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 공화국간 CAFTA-DR의 발효를 위한 지원 활동 등 역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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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활동
가. OAS 사무총장 역점사항

ㅇ Almagro Lemes 사무총장은 제49차 특별총회(2015.3.18)시 당선된 후, 취임사에서
아래 정책 방향을 제시

- 미주 민주주의, 인권, 공공 안전 등 공동의 가치를 지속 추구

I
정

- 역내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속 노력을 강조

치
분

- 회원국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성 강조

야

- OAS의 업무 관행 개선으로 재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추가 재원 확보 추진 등

ㅇ Almagro 총장은 2020.3.20. 개최된 OAS 사무총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
한바, 연속성을 갖고 기존의 정책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美 국무부는 상기 Almagro 총장 재선을 축하하는 Pompeo 국무장관 명의 성명 발표(3.20.)

나. 제49차 OAS 연례총회(2019.6.26.-28., 워싱턴) 결과

ㅇ 제48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바, 미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에 대한 인도
주의적 위기의 시급한 해결 촉구

- 훌리오 베네수엘라 의원은 과이도 임시대통령(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동 총회에
베네수엘라 대표로 참석하여 베네수엘라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OAS 회원국의
지지를 강조

ㅇ 베네수엘라 및 니카라과 사태 관련, 볼리비아, 니카라과 및 그레나다, 안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일부 카리브 국가들은 불간섭주의 원칙을 주장하며 외세의
내정간섭 우려 제기

ㅇ 동 총회시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으로 초래된 위기 해결 촉구 결의안｣,
｢니카라과 주민에 대한지지 결의안｣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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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가. 연혁

ㅇ 1981.6월 상임 옵서버 가입

ㅇ 1990.12월 OAS 상주 옵서버 파견(주미국대사 겸직)
ㅇ 매년 개최되는 OAS 연례총회에 대표단 파견

나. 주요활동

ㅇ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0.6월 OAS 사무국에서 G20 outreach 행사 거행

ㅇ 연례총회, 특별총회, 외교장관 협의회,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표 파견

ㅇ 우리나라-OAS 간 코로나19 상황下 우리의 총선 실시경험 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2020.8.19.)

-

우리측은 외교부 중남미 국장 外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석 / OAS 측은 Gonzalo
Koncke OAS 사무총장 및 유관부서 담당자 20여명 참석

다. 對OAS 협력사업 지원현황
ㅇ 한-OAS 협력기금

- 미주지역 내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역내 번영이라는 OAS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對중남미 외교를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 확대 및 우방국 취약사업 지속 지원

- 우리나라는 2019년 한-OAS 협력기금으로 17만불을 공여하였으며, 동 기금은 △민주

주의 및 발전 관측소 사업 지원(8.5만불), △OAS 선거참관단 지원(6만불), △베네
수엘라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대응 실무그룹 지원(2.5만불) 등 3개 사업에 투입

ㅇ 2013.11월 부산항만공사와 미주기구항만협의체 (GS/OAS)는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ㅇ 2009년 이래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와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한-OAS 인턴
파견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매년 우리정부가 선발한 인턴 4명이 OAS 사무국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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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및 전망

ㅇ OAS는 분쟁 감소 및 안정 강화를 위한 역내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인권과 원칙을
준수하는 민주제도 확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에 역점을 둔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정치협력체로서 역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 다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전반
적인 개혁 필요성도 부각

ㅇ 향후 OAS는 역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개발을 통한 번영

이라는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 간 다자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전망
-

미국 주도의 OAS 체제에 대응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CELAC)가 운영되고 있으나, OAS는 고유 기능을 가진 역내 최대 상설기구로
여타 중남미 다자주의 체제와 공존하면서 중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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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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력에 대항하고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 간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1) A
 LB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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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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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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호 공조와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회원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소외 해소를 강조하고, 특히, 빈국 지원을 통해 비대칭적인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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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 장려, 친환경 사업 추구 등

I
정
치
분

※ ALBA의 경제협력 추진 방식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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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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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구아 바부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니카라과, 세이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前회원국 : 온두라스(2010년 탈퇴), 에콰도르(2018년 탈퇴), 볼리비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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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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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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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사무국(Coordinación Permanente : Secretaría Ejecuti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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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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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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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roCaribe : 베네수엘라와 카리브지역 국가간 결성한 석유동맹으로 카리브지역내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제안으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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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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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
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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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16차 정상회의(‘18.12월, 쿠바) 및 제17차 정상회의(‘19.12월, 쿠바)

- △미국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 비판, △일방적인 경제
재재에 반대,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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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3.6월 ALBA측 발표에 의하면 2012년 2,646회, 8억 5천 2백만 sucres(10억 6천 5백
만불 해당) 거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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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A 은행(Banco del ALBA)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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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맹퇴출 프로그램(Yo, Sí Puedo), 기적의 수술(Operación Milagro) 등) 활발한

역내 활동을 추진해오며 역내 이목 집중

ㅇ 하지만, ALBA는 유가 하락 등 경제적 요인 및 베네수엘라·쿠바 정치 변화 등을 계기로
2013년 무렵부터 결집력이 급격히 약화중

- 본래 ALBA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최근 유가 하락은 ALBA의 쇠락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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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서거 및 쿠바 카스트로 의장의 공식무대 은퇴 등 핵심
리더십 부재로 기구의 구심점 상실

- 최근에는 중도 성향 정부가 들어선 에콰도르(모레노 대통령) 및 볼리비아(임시
대통령) 등 주요 회원국 탈퇴로 기구의 규모 축소

ㅇ 최근 ALBA의 역할은 미국의 외교정책 비난 등 정치 레토릭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감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

I
정
치
분
야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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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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 Comunidad Iberoamerican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경위
ㅇ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Comunidad Iberoamericana)는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의
22개국 문화·언어적 일체성을 기반으로 제반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출범

ㅇ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는 동 공동체의 국가원수들
회의로, 1991년 스페인, 멕시코 주도로 멕시코(과달라하라)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매년 개최되는 동 정상회의는 2014년까지 총 24차례 개최되었고, 이후 격년 개최로 변경, 2016년
제25차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제26차 정상회의가 2018.11.15.-16 과테말라에서 개최

2. 설립목적
ㅇ 스페인어·포르투갈어권 국가들 간의 교류·협력 증진

3. 회원국 현황(총 22개국, 2020.10월 현재)
가. 정회원국(22개국) : 안도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스페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나. 옵서버(9개국) : 한국, 벨기에, 이탈리아, 필리핀, 모로코, 네덜란드, 프랑스, 아이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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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옵서버 자문기구(17개 국제·지역기구, Observadores Consultivos)

ㅇ IDB(미주개발은행), CAF(중남미개발은행), CEPAL(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OM(국제이주
기구), ILO(국제노동기구), WFP(유엔세계식량계획), UNDP (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ALADI(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 FLACSO(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대학), OECS(동카리브국가기구), PAHO(범미주 보건기구), SELA(라틴아메
리카 경제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UL(라틴연합) 등

정
치
분
야

4. 조직
가. 조직

I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구성≫

ㅇ 사무국 (SEGIB: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
- 본부 :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 지부 : 멕시코(멕시코시티), 우루과이(몬테비데오) 2개국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제도적·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상임기구로,
수평적 다자협력 촉진, 정치·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베로아메리카의 정체성
강화 및 UN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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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 2014.2.17~현재 Rebeca Grynspan (코스타리카, 前코스타리카 부통령,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前UNDP 부총재)

※ 2005년 사무국 창설 이후부터 현 사무총장 임기 이전까지 Enrique V. Iglesias(우루과이,
前미주개발은행(IDB) 총재)가 사무총장직을 수행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 주요 목표
◇ 지역공동체 강화 및 국제적 위상 확립에 기여,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등 모든 회의 개최 지원,
협력사업 강화, 민족의 다양성 중시 및 역사·문화·사회·경제적 유대 촉진 등

◇ 특히, 사회통합, 이민·개발, 제도적 강화, 문화, 인종·민족, 남남협력, 지식·혁신 및 중소기업 관련
사항에 초점

ㅇ 임시 사무국 (Secretaría Pro-Tempore)

- 차년도 정상회의를 개최되는 의장국(임기 2년)이 임시사무국 역할

- 사무국과의 협력·조정을 통해 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 준비 및 의제, 관심사항 등
사전 준비

ㅇ 외교장관회의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통상 격년으로 개최(2014년까지 매년 개최)
- 정상회의시 발표될 선언문, 행동계획 및 특별성명 등 사전 심의

ㅇ 기타 분야별 장관회의

- 교육, 주택·도시개발, 문화, 보건, 농업, 관광, 환경, 교통·인프라, 경제·재무, 정보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각급 장관회의 수시 개최

ㅇ 국가조정관 회의 및 협력담당관 회의

- 정상회의 개최 관련 논의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상시 회의체로, 연중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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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기관

ㅇ 이베로아메리카 시스템 (El Sistema Iberoamericano) : 다섯 개 분야별 기구로 구성
-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

- 이베로아메리카 법무장관협의회(COMJIB)
-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 기구(OEI)

정

- 이베로아메리카 청년기구(OIJ)

치
분

- 이베로아메리카 사회보장 센터(OISS)

야

ㅇ 이베로아메리카 조직 전략적 운영위원회(CoDEI, Comité de Dirección Estratégica
de los Organismos Iberoamericanos)
- 2015년 공식 출범

- 상기 다섯 개 분야별 기구 사무총장으로 구성

- 위원장 :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 사무총장

II

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회의 결과
가. 제23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일자 및 장소 : 2013.10.18-19, 파나마(파나마시티)

ㅇ 주제 : ‘새로운 국제맥락에서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역할(El papel político, económico, social y cultural de la Comunidad
Iberoamericana en el nuevo contexto mundial)’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 국민 복지를 달성
하기 위한 이베로아메리카의 역할과 개혁에 관한 “파나마 선언” 채택

- 정치 : 국제문제 관련 활발한 대화, 국가간 디지털 격차 축소, 중남미-이베로아메리카
직통 해저케이블 설치 이니셔티브 및 이를 통한 교육·과학·기술·연구 분야 협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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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국제 금융기관 개혁시 개도국 참여 등 국제 금융시스템 안정과 개혁 노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시 사회적 우선순위 고려, 조세회피 통제 강화 등

- 사회 : 소외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이주노동자 보호 중요성, 사업상에서의 양성
평등, 인디오 포용정책 강화 등

- 문화 : 문화재 불법거래 공동 대응, 문화협력 메커니즘 촉진

나. 제24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일자 및 장소 : 2014.12.8-9, 멕시코(베라크루스)

ㅇ 주제 : 21세기의 이베로아메리카 : ‘교육, 혁신 및 문화’

ㅇ UN, G20,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회원국간 공동입장 수립 및 교육·혁신·문화 분야
에서의 협력을 포괄하는 “베라크루스 선언” 채택

- 이베로아메리카 지식공간, 문화공간 및 이베로아메리카 사회결속공간 사업 실질화
모색

- △학생, 연구원, 교수 및 기업인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추진, △탈문맹·평생교육

진흥,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강화, △문화·창조산업 진흥, △중남미카리브 원주민
인권 및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증진,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강화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망 구축 등 포함

다. 제25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일자 및 장소 : 2016.10.28.-29, 콜롬비아(카르타헤나데인디아스)
ㅇ 주제 : ‘청년, 창업 및 교육‘

ㅇ 청년들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참여 증진을 통한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카르타헤나 선언” 채택

- 이베로아메리카 청년 협약(Pacto Iberoamericano de Juventud) 체결

- △청년 권리 증진,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교류 체계화, △청년 주도적 정치·사회적
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및 직업역량 강화 계획 수립, △청년들의 디지털 및 혁신
분야 진출 장려, △청년 주도의 문화·사회적 이니셔티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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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6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일자 및 장소 : 2018.10.15-16, 과테말라(안티구아)

I

ㅇ 주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번영하는 이베로아메리카

ㅇ 결과문서로 ‘과테말라 선언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합의’를 채택

-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의 SDGs 달성을 위한 ‘2019-2022 이베로아메리카 협력에

정

- 이베로아메리카의 문화 및 창조산업 강화를 위한 ‘문화창조산업 강화를 위한 전략

야

관한 제2차 4개년 행동계획’ 채택
계획’ 추진

- 유엔 이주 글로벌 협약 이행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내 공공정책 및 국제협력
관련 정책 추진

-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내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 관련 규제개선 및 기술 지원 노력 등

마. 제27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ㅇ 일자 및 장소 : 당초 2020.12월 안도라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되어 2021.4월 개최 예정

ㅇ 주제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혁신-Agenda 2030

2. 이슈별 활동 (비정치 분야 협력)
가. 경제·통상 협력

ㅇ 기업인 포럼 (Encuentro Empresarial Iberoamericano)

- 기업인 관점에서의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경제현황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사회적
도전과 기회 제시

- 각국 주요기업인, 학계 인사,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담당관 100여명 이상이 참석,
이베로아메리카 국가간 경제·교역 관계 증진 방안 등 협의

53

치
분

기업인포럼 참석 주요 기구 및 기업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국제기구

- 국제결제은행,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등

◇ 기업

- 에너지·석유 : Repsol(스페인), Endesa(스페인) Petroperu(페루), IMPSA(아르헨티나), Pan
American Energy(아르헨티나), AES Panama(미국·파나마지사)

- 건설 : OHL(스페인), SACYR(스페인), FCC(스페인), Somague Engenharia(포르투갈), Mota
Engil(포르투갈), Odebrecht(브라질), Graña y Montero(페루)
- 금융 : Santander(스페인), Banco Espírito Santo(포르투갈), Itau Unibanco(브라질),
HSBC(중남미 지사), Bancolombia(콜롬비아),

- 기타 : Telefonica(통신/스페인), MAPFRE(보험/스페인), Los Grobos(농업/아르헨티나), Copa
Airlines(항공/파나마), Softtek(IT/멕시코) 등

ㅇ 품질향상 프로그램 (IBERQUALITAS)

- 품질과 우수성 향상을 통한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의 경제·사회구조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ㅇ 산업재산권 및 개발촉진 프로그램(IBEPI)

- 이베로아메리카 국가의 중소기업, 대학교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
환경 제공

나. 과학기술·혁신 협력

ㅇ 이베로아메리카 혁신프로그램

- 기업·대학·기술센터·연구소 등의 다국적 컨소시엄에 의해 실행되는 R&D&I 프로
젝트를 통해 응용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이베로아메리카 협력 강화

ㅇ 이베로아메리카 과학기술 프로그램 (CYTED)

-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통한 응용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협력 증진, 생산 장치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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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협력

ㅇ 시민포럼 (Encuentro Cívico Iberoamericano)

I

-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에서 제반 분야 지식과 의견 제시

※ 고등교육강화포럼, 문화포럼, 청년포럼, 커뮤니케이션포럼, 지자체포럼 등 각종 경제·교육·
문화 분야 행사 개최

ㅇ 빈곤 없는 이베로아메리카 프로젝트(TECHO)

정
치

- 지자체 및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간 공동 협력을 통한 비상주택 건설 및 사회역량
강화 계획 실행을 통해 빈곤 가정의 삶의 질 향상

ㅇ 이베로아메리카 고령자 프로그램

- 고령자 생활 개선을 위한 법률, 정책 및 서비스 등 구축 및 심화

라. 교육 협력

ㅇ 이베로아메리카 학술 교류

- 기관간 협력 및 대학원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통합 이니셔티브 육성

ㅇ 이베로아메리카 문맹퇴치 계획 (PIA)

-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문맹교육 보급화

마. 기타 협력
기타 협력 프로그램
◇ 이베로아메리카 모유은행 (IBERBLH)

- 모유 분야의 지식·기술 공유를 위한 모유은행 설립

◇ 남남협력 강화(PIFCSS)

- 이베로아메리카 국가간 남남협력 강화, 협력 활동의 질 향상 및 모범규제 확대

◇ 이베로아메리카 문서보관사업 지원 프로그램 (IBERARCHIVOS)

- 문서보관사업 장려, 문서보존 및 복원계획 개발, 문서 접근성 및 보급 촉진

◇ 이베로도서관 (IBERBIBLIOTECAS)

- 공공도서관 구축 및 현대화, 공공도서관 책임 기관간의 협력 이니셔티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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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로박물관 (IBERMUSEOS)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이베로아메리카 박물관 통합·강화·현대화·발전 촉진

◇ 이베로음악 (IBERMUSICAS)

- 이베로아메리카 음악 예술 발전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 다자프로젝트

◇ 이베로 청소년오케스트라 (IBERORQUESTAS JUVENILES)

-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청소년, 청년 대상 오케스트라 조직

◇ 이베로아메리카 무대예술센터 설립 지원 프로그램 (IBERESCENA)

- 무대예술 보급·제작 및 무대작가 교육·육성 등 무대예술관련 프로젝트 지원

◇ 이베로아메리카 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프로그램 (IBERMEDIA)
- 영화 공동제작 추진 및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이베로아메리카 사법접근 프로그램

- 각국 정부의 공공정책 강화를 통한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확대

◇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사회기반 문화정책 촉진 프로그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 강화

◇ 이베로아메리카 이주 프로그램 (IBER-RUTAS)

- 이베로아메리카 이주 관련 권리 및 이종문화 노선강화

◇ 이베로아메리카 전략적 도시발전 프로그램(CIDEU)

- 전략적 계획을 통한 이베로아메리카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이베로아메리카 영토관리 프로그램(UIM)

- 공공기관 등 영토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및 공공지출에 대한 품질, 효율성 개선

◇ 이베로아메리카 외교네트워크 문서보관 (RADI)

- 이베로아메리카 공관의 문서보관시스템에 대한 협력 촉진

◇ 이베로아메리카 TV 프로그램 (TEIB)

- 국가간 협력을 통해 교육·문화·과학 미디어 분야 촉진 및 이베로아메리카 정체성 확립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우리나라는 2016.10월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옵서버 가입

ㅇ ‘17.10월 옵서버 가입 1주년 기념, 제1차 한-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협력 포럼 개최
(마드리드)

- 한-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협력 방안 및 한-스페인 중남미 공동 진출 방안 등 논의

56

ㅇ ‘18.10월 제2차 협력 워크숍 개최(마드리드)

-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한-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간 신규 협력 분야 발굴

I

ㅇ ‘18.4월 인턴 파견 MOU 체결

- 매년 우리 대학생 2명을 인턴으로 파견(반기별 1명)

ㅇ KSP 지식공유사업

정

- 이베로아메리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KSP사업을 진행하여 2020.10월
최종보고서 발간

IV

평가 및 전망

1. 현황 및 성과 평가
ㅇ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는 스페인 주도로 1991년 창설된 이래 스페인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였으나, 2010년 전후 스페인의 경제위기
등으로 참여율 및 성과 일부 감소

- 2011년 제22차 정상회의(파라과이) 및 2013년 제23차 정상회의(파나마)시 절반
가량의 정상들이 불참, 구체성과 미도출

- 한편,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국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역내 다양한 협의체(MERCOSUR, ALBA동맹, 태평양 동맹) 간 입장
차이 등도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의 실효성 약화에 영향

ㅇ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2013년 파나마 회의시 채택된 ‘이베
로아메리카회의 쇄신 결의안’을 통해 2014년 제24차 정상회의 이후에는 회의 주기를

격년제로 늘리기로 합의하였으며, 스페인은 기구 분담금을 기존 70% 수준에서 3년간
60%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

- 포르투갈은 기존의 10% 수준 유지, 남미국가들은 30%-40%수준으로 분담금 확대

ㅇ 2014년 개최된 제24차 정상회의에 22개 회원국 중 16개국 정상이 참석, 종전보다
참여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UNASUR
중심의 좌파성향 국가들이 회의에 불참하여 중남미 통합의 분열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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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개최된 제25차 정상회의에 22개 회원국 중 10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청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창업 및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저조한 참석률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 또한, 동 주제

외에도 회원국들간 △베네수엘라의 정치ㆍ경제적 위기, △스페인의 지브롤터 영유권
문제, △콜롬비아 對테러 평화협상 등 다양한 역내 정치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비정치적인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특성상 동 논의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

ㅇ 2018년 개최된 제26차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라는 다자주의 플랫폼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확인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

- 다만, 역내 주요 관심 사안 중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동의 입장을 보이지 못한 채 갈등만 표출되어 정치적 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연성
분야 협력에 치중하는 공동체 본연의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평가

2.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의 차별성
ㅇ 역사적·언어적 연고에 기초한 강력한 유대를 보유한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는 정치적

안건을 다루는 CELAC, 경제협력이라는 제한된 협력 분야에 집중하는 태평양동맹
(PA) 등에 비해 비정치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

ㅇ CELAC이 중남미 국가 간 이슈만을 다룸으로써 의제에 대한 접근이 다소 제한적인

반면,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는 유럽과 중남미에 걸친 지역 간 기구로서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차별성 보유

- 2020년 봄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 성평등, 관광 등 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및 보건의료과학분야 협력 증진에 집중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Madrid, España

- 주 소 : Paseo de Recoletos, 8, Madrid 28001 España
- 전 화 : (34-91) 590-19-80
- 팩 스 : (34-91) 590-19-81

- W E B : http://www.segib.org
- e-mail : info@segib.org

58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

I

- Organización de Estados Iberoamericano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

정
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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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경위
ㅇ 1949년 제1차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총회(마드리드 개최)에서 창설된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청(OEI, Oficina de Educación Iberoamericana)’을 1954년 제2차 총회시
정부간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결정, 1957년 제3차 총회에서 정식 창설

ㅇ 1985년 특별총회에서 기구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 약어인 OEI를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rganización
de Estados Iberoamericano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탄생

2. 설립목적
ㅇ 종합개발, 민주주의, 지역통합을 위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이베로아메
리카 국가간 협력 증진

3. 회원국 현황 (2020.10월 현재)
가. 정회원국(23개국) : 안도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스페인, 과테말라, 적도기니, 온두
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나. 옵서버(7개국) : 앙골라,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룩셈부르크,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
시페,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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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총회 (Asamblea General)

-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최고기관으로 각 회원국 최고위급 대표로 구성

- OEI의 정책 수립, 행동계획 및 기타 프로그램 연구, 평가 및 승인, 예산 책정 등을 수행
하는 입법기관

- 사무총장 선출

ㅇ 집행위원회 (Consejo Directivo)

- 각 회원국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차기 총회 개최국의 교육장관
- 활동 보고서, 격년 예산, 재무제표 분석 및 승인

ㅇ 사무국 (Secretaría General)

- 본부 :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 지부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도미
니카공화국, 우루과이 (18개국)

- OEI의 사무·행정관리,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실행 담당

- 사무총장 : 2018.4월~현재 Mariano Jabonero Blanco (스페인)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회의 결과
가. 제19차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장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2018.5.3-4, 과테말라 안티구아

ㅇ △2015-2018 이베로아메리카 협력 4개년 계획(PACCI)의 효율적인 실행 및 차기
PACCI(2019-2022)도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인도 카르타헤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유산 보호 계획의 실행,
△이베로아메리카사무국(SEGIB)과 함께 디지털 문화 아젠다의 일환으로 이베로

60

아메리카 백과사전(ENLIBER), 이베로아메리카 유산 디지털 도서관(BDPI) 등 추진,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및 참여 강화 등을 강조

I

나. 제26차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장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2018.9.27, 과테말라 안티구아

ㅇ △2030 아젠다에 따라 평등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정책 필요

성에 공감, △2010년 제20차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장관회의 및 정상회담에서
수립·채택된 ‘2021년 교육목표(Metas Educativas 2021)’ 프로그램과 지속가능

개발 4(교육) 목표와 연계, △OEI 및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촉진되는 이베로아메

리카의 민주주의,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OEI, 포르투갈,
브라질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포르투갈어 확산 프로그램, △디지털 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등 합의

다. 제20차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장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2019.10.17.-18, 콜롬비아 보고타

ㅇ △문화분야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달성을 위해 노력, △문화콘텐츠 접근,

창작, 유통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측면의 혁신 촉진, △이베로아메리카 원산 콘텐츠

유통 시장 설립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동 촉진, △SEGIB과 OEI가 협력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전환을 촉진할 지역적 문화‧개발 전략 수립, △2020년을 이베로아메
리카 음악의 해로 지정 등에 합의

2. 이슈별 활동
가. 교육 협력

ㅇ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연구소

- 교육 개발·혁신 연구소(idie), ICT 교육원(Ibertic), 기술고등교육원(Iberotec)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 강화 및 전문화

ㅇ 이베로아메리카 유아 프로그램 (Infancia en Iberoamérica)
- 이베로아메리카 유아 교육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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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교육 프로그램 (Educación Técnico Profesional)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청년 및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가능성과 경쟁력 제고

ㅇ 이베로아메리카 교육통합 프로그램 (Programa Iberoamericano para la Inclusión
Educativa)

-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인종·민족·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
다양성 존중

ㅇ 이베로아메리카 교사 훈련 프로그램 (Programa Iberoamericano de Formación
Docente)

- 교사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 모델 설계, 교사를 위한 교육포털 구축 등

ㅇ 이베로아메리카 학술 교류 (PIMA)

- 기관간 협력 및 대학원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통합 이니셔티브 육성

나. 과학 협력

ㅇ 이베로아메리카 실험실 (Laboratorios Iberoamericanos)
- 고등연구소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 연구자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개발혁신센터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이베로아메리카 과학·수학 교육연구소 (IBERCIENCIA)
- 과학 및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ㅇ 이베로아메리카 과학·기술·사회 전망대 (OBCTS)

- 과학, 기술, 사회의 전략적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8년 창설

ㅇ 과학·기술·사회·혁신 전문가 네트워크 (Red de Cátedras CTS+I)

- 대학교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학에 대한 사회적 연구, 혁신 및 공동
정책에 대한 연구, 과학 교육에 대한 연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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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 협력

ㅇ 예술·문화·시민 교육 프로그램

- 지식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교육과 문화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I

시민들의 경쟁력 제고

ㅇ 이베로아메리카 문화헌장 (CCI)

정

- 이베로아메리카 문화공간의 조직화 등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젝트

치
분

ㅇ 이베로아메리카 박물관 프로그램 (Ibermuseos)

야

-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박물관 및 박물관학 분야의 공공정책 진흥을 위한 협력 이니
셔티브

ㅇ 문화협력을 위한 유럽-이베로아메리카 캠퍼스 (EUROAMERICANO)

- 유럽과의 문화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에의 기여 및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2011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OEI 간 협력 MOU 체결

ㅇ 2012년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OEI 간 기술전문가 파견 관련 MOU 체결
ㅇ 2012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OEI 간 교육분야 교류 협력

-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 : 2013년부터 OEI와 공동으로 온두라스 시골마을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형 리더교육 실시

ㅇ 2012년 외교부-OEI 온두라스사무소 및 파라과이사무소 간 인턴 파견 MOU 체결
- 매년 2-4명 파견

ㅇ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OEI 간 직업교육 및 청년 해외취업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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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및 전망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는 다섯 개 이베로아메리카 지역기구로 구성
된『이베로아메리카 시스템』의 회원기구로서, 특히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과

함께 청년 및 성인 대상 문맹퇴치 및 기본교육 계획(PIA), 이베로아메리카 학술 교류
프로그램(PIMA), 이베로아메리카 과학·수학 교육연구소(IBERCIENCIA) 등 프로

그램 연계 협력을 통해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간 교육, 과학, 문화 부문의 실질적인
공동 협력 추진

※ 이베로아메리카 시스템 (El Sistema Iberoamericano)
-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

-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 기구(OEI)

- 이베로아메리카 법무장관협의회(COMJIB)
- 이베로아메리카 청년기구(OIJ)
- 이베로아메리카 사회보장 센터(OISS)

ㅇ OEI의 회의체인 ‘이베로아메리카 교육장관회의’와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장관회의’가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와 연계, 사전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만큼, 향후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의 영향력과 실효성 확대 혹은 약화에 따라 동 기구의 협력 프로
그램 추진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Madrid, España

- 주 소 : Bravo Murillo, 38, Madrid 28015 España
- 전 화 : (34) 91 594 43 82
- 팩 스 : (34) 91 594 32 86

- W E B : http://www.oei.es
- e-mail : oei@oei.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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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86.5월

과테말라 Esquipulas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설립 발의

ㅇ 1987.8월

과테말라 Esquipulas에서 열린 제 2차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미의회를

ㅇ 1987.10월

창설 협정 서명

ㅇ 1991.10.28

중미지역의 자유·독립의 상징기관으로 결정

과테말라에 중미의회 본부 설치 및 각 회원국 수도에 사무소 설치

2. 설립 목적
ㅇ 중미지역 국민의 민주주의 증진 및 정치적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통합 공동체의 의회
역할 담당

ㅇ 중미통합관련 법안 심의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6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 도미니카 공화국은 2010.8.16일자로 특별 옵서버 국가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

나. 상임 옵서버(5개국) : 멕시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대만,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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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구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가. 총회(Asamblea Plenaria)

ㅇ 중미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기관으로서 산하에 각종 위원회 및 의원단
설치 및 운영

※ 위원회(Comisiones)

- 정무 위원회(Comisión Política y de Asuntos Partidarios)

-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위원회(Comisión de Macroeconomía y Finanzas)

- 교육, 문화, 스포츠 및 과학기술위원회(Comisión de Educación, Cultura, Deporte,
Ciencia y Tecnología)
- 통합, 통상 및 경제개발위원회(Comisión de Integración, Comercio y Desarrollo
Económico)

- 농업, 어업, 환경 및 천연자원 정책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Agropecuarios,
Pesca,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 여성, 청소년 및 가족 위원회(Comisión de la Mujer, Niñez, Juventud y Familia)

- 도시 개발 및 시민참여 위원회(Comisión de Desarrollo Municipal y Participación
Ciudadana)
- 보건, 사회보장, 인구, 고용 및 노동조합위원회(Comisión de Salud, Seguridad
Social, Población y Asuntos Laborales y Gremiales)
- 사법 및 지역제도 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Jurídicos e Institucionalidad
Regional)

- 치안, 평화 및 인권 위원회(Comisión de Seguridad Ciudadana, Paz y Derechos
Humanos)
- 국제관계 및 이민문제 위원회(Comisión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y Asuntos
Migratorios)
-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후손 위원회(Comisión de Indígenas y Afrodescendientes)
- 관광위원회(Comisión de Turismo)

※ 정당그룹(Grupos Parlamentarios)

- 의원들이 소속한 당의 정치적 유사성에 따라 정당그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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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Junta Directiva)

ㅇ 총회에서 결정되는 결정사항 집행

I

- 의장 1명, 부의장 5명, 서기 6명

다. 사무처(Secretariado)

정

ㅇ 이사회의 관리감독 아래 총회 및 각종 위원회에 기술·행정적 지원을 하며, 아래와 같은
3개 과로 구성

- 의회 사무국 (Secretaría de Asuntos Parlamentarios)

- 행정·재정국 (Secretaría de Administración y Finanzas)

- 이사회 운영국 (Secretaría del Gabinete de Junta Directiva)

라. 중미의회 의장(임기 1년)

ㅇ 제 10대(2000-2001) Hugo Guiraud Gárgano(파나마)

ㅇ 제 11대 (2001-2002) Rodrigo Samayoa Rivas(엘살바도르)
ㅇ 제 12대 (2002-2003) Augusto Vela Mena(과테말라)

ㅇ 제 13대 (2003-2004) Mario Facussé Handal(온두라스)
ㅇ 제 14대 (2004-2005) Fabio Gadea Mantilla(니카라과)
ㅇ 제 15대 (2005-2006) Julio Palacios(파나마)

ㅇ 제 16대 (2006-2007) Ciro Cruz Zepeda Peña(엘살바도르)
ㅇ 제 17대(2007-2008) Julio González Gamarra(과테말라)

ㅇ 제 18대 (2009-2010) Jacinto Suarez Espinoza(니카라과)
ㅇ 제 19대 (2011-2012) Dorindo Jayan Cortéz(파나마)
ㅇ 제 20대 (2012-2013) Leonel Búcaro(엘살바도르)

ㅇ 제 21대 (2013-2014) Paula Lorena Rodrioguez(과테말라)
ㅇ 제 22대 (2014-2015) Armando Bardales Paz(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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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 23대 (2015-2016) Jose Antonio Alvarado(니카라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제 24대 (2016-2017) Priscilla Weeden de Miró(파나마)

ㅇ 제 25대 (2017-2018) Tony Raful Tejada(도미니카공화국)

ㅇ 제 26대 (2018-2019) Irma Segunda Amaya Echeverria(엘살바도르)
ㅇ 제 27대 (2019-2020) Tony Raful Tejada(과테말라)

ㅇ 제 28대 (2020-2020) Nadia de Leon Torres(과테말라)

ㅇ 제 29대 (2020-2021) Fanny Carolina Salinas Fernández(온두라스)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이슈
ㅇ 중미지역의 공동 관심사인 정치·경제·사회·문화·치안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정책 권고
ㅇ 중미지역내 민주제도·다원성 강화 및 협력 증진 모색

2. 최근 활동
ㅇ 중미의회는 2013.5월 중미통합진전을 위한 ‘Agenda 10’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활동들을 전개
※ 10개 의제

① 중미 통합 완성도 제고(관세동맹창설협정 비준 및 주요절차 단일화/조화)
② 중미치안전략(ESCA) 이행 감독

③ 주요 수입품에 대한 회원국 공동구매(Compras Conjuntas) 촉진

④ 중미의회 개혁의정서(Protocolo de Reformas del Tratado Constitutivo del
PARLACEN)상 규정된 SICA 정책, 예산에 대한 권고
⑤ 중미 지역기구 내 주요 사안에 대한 권고 의견 제시

⑥ 중미국가공동체(Comunidad de Naciones de Centroamérica)구축
⑦ 폰세카(Fonseca)만의 평화적 이용, 관리, 개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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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미지역 생태관광 증진

⑨ SICA 주요 결의사항 이행관리

I

⑩ 역외 지역통합기구와의 관계 증진

ㅇ 특히 최근에는 더욱 중미의회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외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노력 진행

- 2017.8월, 이탈리아 내 중남미연구기관(Italo-Latin Americaqn Institute)과
역내 지역 통합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협정 체결

- 2018.6월, 이탈리아 국회측과 협력협정 체결 논의 및 옵저버 가입 관련 논의 진행

- 2018.7월, 중미의회 대표단의 대만 공식방문 계기 차이잉원 총통 및 외교장관
면담, 대만 국회의 상임 옵저버 가입 협약 체결

- 2020.7월 코로나19로 인한 중미 지역 경제 악화에 따라 세계은행의 G20 모라토리엄
연장 및 부채 탕감 제안 지지 성명 발표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 주 소 : 12 Ave. 33-04 Zona 5,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 전 화 : (502) 2424-4600
- 팩 스 : (502) 2424-4610

- W E B : http://www.parlacen.org.gt
- e-mail : comunica@parlacen.org.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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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91.12월
ㅇ 1993.2월

‘중미기구헌장 개정의정서’(테구시갈파 의정서) 채택

중미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미통합체제(SICA) 정식 발족

※ 중미통합의 역사적 배경
- 코스타리카·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등 5개국은 182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중미 연방을 설립하였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1838년 와해되어 각각의 독립 국가로
탄생
- 1960년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및 중미공동시장(CACM)을 설립하여 중미통합을 위한
기본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회원국내 군사 정권 등장 및 내전 등으로 성과 부진
- 1990년대 초 국제 냉전체제의 와해와 역내 내전 종식 등으로 역내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설립 목적
ㅇ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

- 민주주의 강화 및 지역안보의 새로운 모델 구체화

- 경제통합 달성 및 경제블럭으로서의 중미지역 역할 강화

- 회원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조화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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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8개국)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I

나. 역내 옵서버(11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페루, 미국, 에콰도르, 우루
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캐나다

정

다. 역외 옵서버(21개국) : 한국, 스페인,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프랑스,
교황청, 영국, EU, 모로코, 뉴질랜드, 카타르, 터키, 몰타, 세르비아, 러시아, 스위스,
이집트, 조지아

4. 조직
가. 조직

1) 정상회의(Reunión de Presidentes)

ㅇ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례 정상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특별정상회의
개최

- 의장국(Presidente Pro-tempore)은 6개월마다 순환

※ 의장국 순서는 벨리즈-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 순이며 2020년도 하반기 의장국은 니카라과

2) 외교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ㅇ 역내 민주화·안보 및 국제적 성격의 경제·사회·문화 관련 사안, 예산, 정상회의 준비
및 결정사항 이행 등의 기능 수행

3) 집행위원회(Comité Ejecutivo)

ㅇ 회원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국 대표(각국별 1명)로 구성

ㅇ 사무국을 통해 정상회의의 결정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며, 사무국의
반기 보고서를 검토, 필요한 권고안을 외교장관회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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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지역통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상회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책을 이행하고, SICA를 대표하여 협정 체결 등 대외교섭을 수행

ㅇ 사무국 소재지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ㅇ 사무총장 : Marco Vinicio Cerezo Arévalo (국적: 과테말라) 2017-2021년 임기

나. 기타 기구

1) 중미의회(Parlamento Centroamericano, PARLACEN)

ㅇ 1991.10.28 설립(과테말라시티 소재), 역내 공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FTA 체결 등 회원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권고하며,

역내 통합 관련 조약·협정 등을 심의하나, 법률 제정권은 없음.

ㅇ 2016-21년 임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를
대표하는 총 123명 의원들이 활동 중

2) 중미사법재판소(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CCJ)

ㅇ 역내 평화 및 회원국간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 (니카라과 소재)

ㅇ 회원국간 분쟁,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분쟁(비회원국의 동의 필요), 회원국과 회원국
국민간 분쟁, SICA 기구와 회원국(또는 국민)간 분쟁에 대해 관할권 행사

3) 자문위원회(Comité Consultivo)

ㅇ 각 회원국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중미통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

ㅇ 사무총장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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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I

1. 주요 회의 결과
ㅇ 제54차 SICA 정상회의

- 일시 및 장소: 2019.12.18., 엘살바도르

정

- 엘살바도르(의장국) 부통령,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이상 외교장관), 니카라과(산업
통상진흥장관),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이상 외교차관), 과테말라(외교부

국제관계부총국장) 등의 각료급 참석(정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회원국이 하나도 없음)

- SICA 통합 중점 분야 진전사항 점검 및 평가

ㅇ 코로나19 대응 SICA 화상 특별정상회의

- 일시 및 장소: 2020.3.12., 온두라스(의장국) 주재 하에 화상회의

- 코로나19 관련 역내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한 뒤, 결과문서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벨리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정상 및 정부 선언서’를 채택(엘살바도르 정부 불참)

- 코로나19 및 그 외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 억제, 치료 관련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역내 비상계획 승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에 공동협상 프레임을 활용,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對SICA 회원국 19억불 금융지원(①10억불 중앙은행 금융자금 확충, ②
5.5억불 비상예산 편성, ③3.5억불 상업은행의 유동성 확충), △코로나19 진단

키트 15만개 구입 추진 등

2. 이슈별 활동
가. 정치·안보 분야 통합

ㅇ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 2001.8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중미지역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신장에 합의하고 회원국간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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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미 신속대응군 창설 추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중미지역은 미국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알카에다의 테러 병참 거점화 우려가 제기

되어 왔으며, 역내 6만여명에 이르는 조직범죄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

무기 밀매 등 각종 범죄를 자행

- 2005.6월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제26차 정상회의에서 역내 안보 위해요소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 지역특수군 창설에 합의

- 다만, 이후 회원국 정상간 컨센서스 부재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이루지지지 못한
상황

ㅇ 중미 유엔평화유지군 창설 합의

- 2008.6월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 32차 정상회의에서 엘살바도르·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등 4개국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공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문에 서명

- 다만, 동 선언적 성격의 합의문 서명 이후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ㅇ 중미 국가 간 국경분쟁(과테말라-벨리즈, 온두라스-니카라과,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니카라과-코스타리카)은 중미통합 과정의 주요 장애요소의 하나인 바, 대체로 양자
협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평화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추세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 중미 3국 대통령은 2007.10월 니카라과에서

3국간 해양경계 분쟁해역인 Fonseca만을 ‘평화, 안보 및 지속개발구역’으로 선포

하는 선언문에 서명, 동 지역 해양 경계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 마련

※ 2014.8월 3국 정상들은 Fonseca만 개발방안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고, 투자 및 경제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합의하여 인프라, 관광, 농업,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계획이 포함된 12개항 공동성명을 발표

- 온두라스-니카라과간 카리브연안 영해분쟁도 2007.10월 ICJ 판결을 통해 해결

-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San Juan강 주변 국경분쟁을 ICJ에 회부, ICJ는 2011.3월
▲분쟁지역내 양국의 모든 인력 철수, ▲니카라과의 강 준설권 인정, ▲강 연안 환경
훼손 모니터링을 위한 코스타리카 전문가 파견 허용 등을 요지로 하는 임시조치 판결

※ 2013.11월 ICJ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2013.7월 제소한 “니카라과 정부의 2개 인공수로
건설”에 대해 공사 중단 등의 조치 판결

- 과테말라-벨리즈간 국경분쟁 관련, 양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ICJ 회부여부를 결정

키로 한 바, 과테말라는 2018.4월, 벨리즈는 2019.5월 각각의 국민투표 결과가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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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양국은 ICJ 사무국에 재판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공한을
제출

I

나. 경제통합

ㅇ 역내 관세 철폐

- 코 스타리카·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등 5개국은 중미공동시장

(CACM)의 회원국으로 커피, 사탕, 밀, 밀가루, 에틸알콜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상호
교역품목의 96%에 대해 역내국간 무관세 및 대외공동관세 실시(2001.2월)

ㅇ 관세동맹 창설을 통한 경제통합 가속화 노력

- 2007.12월 제31차 SICA 정상회의(과테말라)에서 중미관세동맹 창설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엘살바도르·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 4개국
에서 발효

- 2008.10월 SICA 특별정상회의(온두라스)에서 “중미동맹·통합으로의 길” 선언에
서명

- 2008.12월 제33차 SICA 정상회의(온두라스)에서 관세동맹절차 3개년(2009-11년)
계획 수립을 조속 완료하기로 합의

- 2015.6월 제45차 SICA 정상회의(과테말라)에서 2020년까지 관세동맹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

- 2017.6월 온두라스-과테말라 관세동맹 발효

- 2018.8월 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관세동맹 출범

- 2019.5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6개국
전산화된 중미단일세관신고서(DUCA) 도입

ㅇ 인적·물적 교류 확대 추진

- 과테말라·엘살바도르(2004.11)에 이어 온두라스·니카라과(2004.12)가 신분증 제시
만으로 상호 국경통과를 허가해 왔으며, 2005.6월 단일여권 발급 추진에도 합의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4개국은 2006.5월 국경 통과절차 간소
화를 위해 중미자유통행협정 서명

· 중미 4개국 국민이나 동 국가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경 통과 시 하차하지 않고
탑승권, 여권 및 거주권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서 입출국 수속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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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과 승객 운송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물류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미 지역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생산성, 경쟁력, 통합 및 지역 종합개발 강화를 모색하는 ‘중미지역 물류이동성정책

프레임워크’ 발표(2018.4월)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2개국은 2020.1월 관광산업 활성화 및 중미통합체제의 강화를
위해 양국 영공을 하나로 통합하는 열린 하늘 협정에 서명

다. 대외협력

ㅇ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주력

-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

국이 2004.5월 미국과 체결한 CAFTA-DR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78%, 중미산 제품의

99.7%에 대해 관세 철폐

- 2010.5월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6개국과
EU간 중미-EU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on) 체결

· 동 협정 중 통상협정은 EU이사회 승인 및 SICA 6개 회원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13.12월 발효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제의(2007.12월 및 2008.5월)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과도 FTA 협상 추진

- 2018.2월 한-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FTA
서명

ㅇ 미국과의 대테러 공조 강화

- 미국의 대테러 문제 수시 협의, 중미지역 범죄자 지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미미국 치안 관련 협력강화회의 개최, 미국내 공안요원 파견훈련 등 실시

- 미국의 지원으로 엘살바도르에 미주경찰학교 설립

ㅇ EU와의 협력 확대 추진

- EU는 SICA의 통합과 발전(SICA 기구 통합, 관세동맹 및 공동정책 발전, 치안 개선)

을 위해 6년(2007-2013)간 7천 5백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지난 26년간 정치·경제·

인권·난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SICA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 EU는 2013.12월 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치안전략 지원을 위해 1천4백만

유로의 무상원조협정에 서명하고, 중미협력기금을 7년(2014-2020)간 9억 유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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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18.6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독일 등과 중미 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등을 위해 SICA 지역 녹색기금 이니셔티브(Green Fund Initiative
for SICA)를 추진키로 하고 8천8백만 유로를 지원

ㅇ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1991년 온두라스에서 “SICA-대만 대화협의체” 설립에 합의한 이래 대만과 다수의
정상회의 개최, 수산·농업·교육·사회복지·수자원·항만·관광 등 분야 협력 추진 중
* 대만은 총 1억 5천만불을 SICA와의 개발협력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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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교 70주년 계기 2005년을 ‘일·중미 교류의 해’로 지정, 일-SICA 정상회의 개최,
일본에서 중미상품전 개최, 일본의 SICA 역외 옵저버 가입(2010.1월) 등 협력

확대 중

2. SICA 통합 5대 핵심축 이행
가. 추진 경과

ㅇ 2010.7월 SICA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5대 핵심 통합분야(치안·기후변화·사회통합·
경제통합·제도강화)를 중심으로 SICA 통합절차를 재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2011.7월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 의결

ㅇ 2011.12월 제38차 SICA 정상회의에서 동 5개 핵심 통합분야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

나. 분야별 이행 현황

ㅇ 민주안보(Seguridad Democratica)

- 초국경적 조직범죄 문제 대응을 위해 2011.6월 중미치안전략(ESCA: Estrategia de
Seguridad de Centroamerica)을 출범시키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 친선국가들의 재정지원을 요청

- 구체적 이행을 위한 4개 핵심 분야 총 22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마련된 바,
2013.12월 현재 8개 우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 2013.12월 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 EU는 SICA 역외옵서버 가입협정 서명 계기,
중미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1,400만 유로의 무상원조 협정 서명

- 2013.12월 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치안사무국” 창설에 관한 로드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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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6월 제43차 SICA 정상회의에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가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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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민에 대한 특별선언” 채택

ㅇ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

- 2011.12월 중미 기후변화 자문그룹회의에서 “중미재해방지정책 자문그룹포럼”을
창설하고, 정례회의 개최

- 다양한 재해방지 통합 대응 강화 노력 진행 중

· PCGIR(재난위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중미정책) 이행 5개년 전략 신계획 마련,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증진 신규 프로그램(지역 차원의 에너지·환경

의 제 통 합 ) 구 체 화 작 업 , 위 험 통 합 관 리 중 미 기 금 ( F O C E G R : Fo n d o

Centroamerica de Gestion integral de Riesgos) 지원 방안 마련, 2008년 온두
라스 SICA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기후변화지역전략’ 검토 등의 활동 추진 중

-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결과에 대한 역내 공동 조치 이행
추진중

- 2019.10월 SICA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코스타리카가 Pre-COP25 회의를 유치

하였으며, 2019.12월 COP25 총회에서는 SICA 차원의 지역이니셔티브인 ‘농림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에 중점을 둔 회복력 건설: AFOLU 2040’을 제시하는 등

SICA 블록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노력중

중미치안전략(ESCA) 개요
□ 11.6월 제1차 중미치안전략 국제회의(과테말라시티)에서 중미치안 개선을 위한 4개 핵심 전략
및 22개 우선 순위 세부사업을 수립

□ 12.2월 중미치안전략지원 고위급 회의(워싱턴 DC)에서 4개 핵심분야 및 8개 우선 사업의 개시
공식 선언
□ 4개핵심분야

① 범죄 퇴치, ② 폭력 예방, ③ 기관역량 강화, ④ 수감자 재활·사회복귀지원·교정시설 안전

□ 8개우선사업

① 중미 국경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역내 기관간 협조 강화, ② 중미 지역 범죄 수사 강화, ③ 범죄
퇴치를 위한 중미 국가간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 강화, ④ 청소년 범죄 예방, ⑤ 중미 각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⑥ 중미 교정제도의 현대화, ⑦ 중미 지역 및 각국의 치안, 사법기관
역량 강화, ⑧ 중미 치안 관련 기관들의 현대화 및 역내 공조 강화

□ ESCA 이행 현황

- 13.3월까지 12개 공여국·국제기구가 총 1.25억불의 재정 기여를 이행(미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독일, EU, WB(세계은행), UNDP, IDB중심으로 ESCA에 활발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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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중인 사업 규모는 약 24백만불, 실시 초기단계(사업공고, 계약 추진 등) 규모가 약 101백
만불

I

- SICA측은 재정 지원이 미진한 범죄 퇴치 분야에 공여국의 재정 기여 확대를 희망

정

- 4대 전략분야별 구성비: 폭력 예방 73%, 기관역량 강화 17%, 범죄 퇴치 9%, 수감자 재활·사회
복귀 지원·교정시설 안전 1% 순

치
분

ㅇ 사회통합

야

- 중미-도미니카공화국 보건장관회의(COMISCA) 합동협상단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공동구매 전략 추진, 연간 4천만불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며 2019년에는 25개
의약품에 대한 유리한 가격협상 진행

- 중미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아동폭력 방지, 통합노동시장, 식량안보 등 분야) 추진

- SICA 회원국 국민이 무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뎅기열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수립

ㅇ 경제통합

- 2012.6월 제39차 SICA 정상회의에서 파나마의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 가입이
승인된 후 가입의정서 체결 절차 진행 중

- 2013.12.1 중미 6개국과 EU간 체결된 FTA 발효

- 중미 관세동맹협정·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검토

- 2016년 중미 경쟁력의 해로 지정하여 역내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일된 행동 전개

- 중미통화위원회(CMCA)를 통해 2014.12월 벨리스에서 개최된 제44차 SICA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지역금융 안정 및 통합협정 체결 추진

ㅇ 제도 강화

- SICA 조직개혁(효율성·공평성·균형성 제고) 추진

- 집행위원회 강화, 지역협력정보체계(SICOR) 및 업무보고 메커니즘 도입 등 노력 진
행중

- 2018.6월 제51차 SICA 정상회의에서 2021년 중미 5개국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
추진 30주년 기념을 위한 작업반 설치 및 액션플랜 채택, SICA 사무국 기능 강화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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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활동
가. 한-SICA 정상회의 개최
ㅇ 제1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1996.9월 과테말라
- 주요 의의 및 성과

· 최초 한-중미간 다자정상회의
·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 우호협력관계 확인 및 협력 증진 토대 마련

ㅇ 제2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2005.9월 코스타리카
- 주요 의의 및 성과

· 제1차 정상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한-중미간 협력현황 점검, 미래
협력방향 및 발전방안 모색

· 대중남미 외교지평 확대 및 외교 다변화

· 우리의 선진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양 지역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 우리의 대중미 문화 진출 기반 마련

ㅇ 제3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2010.6월 파나마
- 주요 의의 및 성과

· SICA측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특별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양측간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

· 한국은 SICA측의 강력한 희망사항 중 하나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의사 재표명

· 한-SICA간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국의 SICA 역외옵서버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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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P, 치안협력, 전자정부 구축 분야에서 MOU 체결 또는 체결 추진 합의
· 정무, 경제·통상, 경제개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 확대

I

나.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 개최
※ 1996.9월 김영삼 대통령 과테말라 방문시 중미 5개국 정상과 설립 합의(우리 외교장관과
중미 5개국 외교장관간 설립 협정 서명)

정
치
분

ㅇ 제1차 회의: 1997.7월 엘살바도르(유종하 외교장관 참석)

야

ㅇ 제2차 회의: 1998.7월 서울(박정수 외교장관 참석)

ㅇ 제3차 회의: 2000.12월 과테말라(반기문 외교차관 참석)
ㅇ 제4차 회의: 2002.3월 서울(김항경 외교차관 참석)

ㅇ 제5차 회의: 2004.3월 과테말라(최영진 외교차관 참석)
ㅇ 제6차 회의: 2005.8월 니카라과(이태식 외교차관 참석)
ㅇ 제7차 회의: 2006.11월 제주(유명환 외교차관 참석)

ㅇ 제8차 회의: 2008.6월 엘살바도르(김성환 외교2차관 참석)
ㅇ 제9차 회의: 2010.6월 파나마(신각수 외교1차관 참석)

ㅇ 제10차 회의: 2011.10월 엘살바도르(박석환 외교1차관 참석)
ㅇ 제11차 회의: 2012.8월 니카라과(김성한 외교2차관 참석)
ㅇ 제12차 회의: 2015.5월 과테말라(조태용 제1차관 참석)

다. 한·SICA 협력기금 프로젝트

ㅇ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계기 중미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통합과 발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만불 지원, 총 4회 세미나 개최

- 제1차 세미나(2013.3.6-7, 엘살바도르):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제2차 세미나(2014.6.12-14, 니카라과):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정책
- 제3차 세미나(2014.11.17-18, 엘살바도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 제4차 세미나(2015.7.1-2, 파나마): 여성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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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ICA 인턴 파견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2009년 이래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매년 우리 인턴들을 SICA 사무국에 파견

- 2009.9-2020.2 : 총 22명 파견(2020.3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시 중단)

마. KOICA 협력사업

ㅇ SICA 회원국 대상으로 특별연수 실시

- 2011-14년, 치안분야 특별연수(연 총 20명)
- 2015년 양성평등 및 기후변화 특별연수

- 2016-18년, 양성평등정책 / 자연재해예방 및 위기관리

ㅇ 역내 치안강화 모델 구축방안 지원

- KOICA「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사업(14-16년,
420만불)」의 일환으로 제1회 한-SICA 범죄수사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2015.12.7.-11
일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 제3회 한-SICA 치안협력 컨퍼런스’를 2018.10월 한국에서 개최
- 2018.7-20.6 NIPA 에너지 자원 자문단 파견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중미는 54백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최근 정치·

경제적 통합 진전에 따라 중남미의 중요한 정치·경제 블록의 하나로 SICA가 부상하
면서 우리나라와 SICA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증대

- 중미는 국제적 금융중심지, 유럽과 아시아간 교역과 운송을 촉진하는 파나마 운하
등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대서양·태평양 항구를 통한 상호연결성이 좋고,

상당히 발전된 통신 및 전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미국과의 FTA(CAFTA-DR)에 이어 EU와의 제휴협정 체결 등 SICA가 경제
블록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교류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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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SICA는 역내 경제, 사회, 정치적 통합 노력과 더불어 역외 옵져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인 바, 우리나라도 중미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한-SICA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한-SICA 정상회의, 한-SICA 대화협의체 등을 통해 SICA 통합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구체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한-SICA 협력
기금(15년 종료) 재조성 검토

- SICA는 관세동맹 구축 완료시 약 5,400만명 인구의 시장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와 현지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한-중미 FTA 적극 활용

- SICA 회원국들은 에너지 및 천연자원이 빈약한 국가들로서 에너지 자급도 제고 및

국가 개발전략의 하나로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광, 풍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인 바, 신재생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모색 필요

IV

평가 및 전망

ㅇ SICA는 1993년 발족 후 역내 민주주의 공고화 및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체
로서의 역할 증대

- 역내 국가간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 및 상호의존성 증대를 바탕으로 투명한 선거

제도 확립, 언론자유 및 인권 신장, 국경 분쟁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 또는 국제
사법재판소(ICJ) 판결 등을 통한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 등 추진

- 조직범죄의 초국경적 활동 상황을 감안한 지역 차원 및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대처 강화

ㅇ 2007.12월 중미관세동맹 창설 기본협정 서명, 2004년 미국과의 FTA 체결, 2010년
EU와의 제휴협정(정치대화·협력·통상) 체결, 2018년 한국과의 FTA 체결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중미지역 경제통합의 중추적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 이념적 갈등 및 중미의회·중미사법재판소 등 주요 기구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EU와 같은 높은 단계의 통합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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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
치
분
야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소재지 : La Libertad, El Salvador

- 주 소 : Final Bulevar Cancillería, Antiguo Cuscatlan
- 전 화 : (503) 2248-8800

- W E B : http://www.sica.int
- e-mail : info@sic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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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국가연합(ACS)

I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Asociación de Estados del Caribe -

정
치
분
야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92.10
ㅇ 1994.7
ㅇ 1995.8

트리니다드토바고 개최 CARICOM 회의에서 최초 설립 제의

콜롬비아에서 25개 카리브 연안국 정상이 창설 협정에 서명
17개 회원국의 협정 비준으로 공식 출범

2. 설립 목적
ㅇ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한 지역 협력 및 통합과정의 촉진
ㅇ 역내 공동유산인 카리브해의 환경 유지 및 보전
ㅇ 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ㅇ 자연재해로 야기되는 물리적·경제적 취약성 공동극복

3. 회원국 현황
ㅇ 정회원국(25개국)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
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
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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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회원국(2개국, 10속령) : 아루바, 퀴라소, 영국령(버진군도), 프랑스령(프랑스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기아나,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세인트마틴, 생바르텔르미르), 네덜란드령(신트마
르틴, 보나이러,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

ㅇ 옵서버(28개국, 4개 기구)

- 한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에콰도르, 러시아, 캐나다,

이집트, 페루, 칠레, 네덜란드, 모로코, 영국, 터키, 핀란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일본,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팔레스타인, 사우디
아라비아, UAE

※ 우리나라는 98.12.10-12간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이사회부터 옵서버국으로
참여

- ALBA-TCP, CABEI, EU, IOM

ㅇ 협력기관(9개 기관) : AMECA, CRIES, CSA, CAIC, CCA, ACURIL, UNICA,
CRAG/INRA, FLASCO

4. 조직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사무국

최고 기구

최고 집행 기구
(외교장관 회의)

비정기 개최
※ 제8차 회의 2019.3월

4개 분야
(법무, 정무, 홍보 및 기획,
특별기금) 로 운영

매년 개최

트리니다드토바고 소재

ㅇ 정상회의(Summit of Heads of States and/or Government of the States and
Territories 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개최 연혁

· 제1차 : 1995.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

· 제2차 : 1999.4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데 구스만
· 제3차 : 2001.12월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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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 2005.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

· 제5차 : 2013.4월 아이티, 포토 프랭스

I

· 제6차 : 2014.4월 멕시코, 메리다
· 제7차 : 2016.6월 쿠바, 아바나

· 제8차 : 2019.3월 니카라과, 마나구아

정

ㅇ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치

- 정상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외교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집행기구

- 매년 개최되며 1995.12월 제1차 회의(과테말라)를 시작으로 2020.3월 제25차 회의
(바베이도스)가 화상으로 개최

ㅇ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 무역개발 및 대외경제관계위원회(Committee on Trade Development and
External Economic Relations)

- 지속가능한 관광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Tourism)
- 교통위원회(Committee on Transport)

- 자연재해위험경감위원회(Committee on Disaster Risk Reduction)

- 협력·자원이동위원회 (Committee on Cooperation and Resource Mobilisation)
- 카리브해위원회(Caribbean Sea Commission)

ㅇ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소재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 Rodolfo Sabonge 전 파나마운하청 부청장 (임기:
2020-2024)

- 법무(Legal Affairs), 정무(Political Affairs), 홍보 및 기획(Communications
Unit) 3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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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회의 결과
ㅇ 제1차 정상회의 개최(1995.8.17.-18, 트리니다드토바고)

- 지역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우선 과제 확인 및 협력이행을 위한 코디네이션 등에
대한 논의

ㅇ 제2차 정상회의 개최(1999.4.16.-17, 도미니카공화국)

-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이행 확인 및 21세기를 맞는 카리브지역을 전망

ㅇ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01.12.11.-12, 베네수엘라)

- 대카리브(Greater Caribbean) 정체성 확립 및 전파를 통해 ACS가 역내 중요한 협력
체로 거듭나도록 도모

ㅇ 제4차 정상회의 개최(2005.7.29, 파나마)

- ACS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과제 정립

ㅇ 제5차 정상회의 개최(2013.4.26, 아이티)

- ACS를 역내 주요한 기구로써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 논의

ㅇ 제6차 정상회의 개최(2014.4.28.-30, 멕시코)

- 회의 주제: ACS 20주년을 기념하며 현재와 미래 전망

- 회원국들은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발전이라는 ACS
설립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 활성화시키기로 합의

ㅇ 제7차 정상회의 개최(2016.6.4, 쿠바)

- 회의 주제: 지속가능한 카리브를 위한 결속

- 회원국들은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 방안(재난위험경감, 카리브해 지역개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포스트 2030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역내 관광·인프라 발전방안, 통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회원국 간 교통 체계 구축
방안 및 카리브 역내 평화 방안 등을 논의

ㅇ 제8차 정상회의 개최(2019.3.29, 니카라과)

- 회의 주제: 기후변화 대응, 주권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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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을 논의. 기후변화 대응, 카리브
역내 평화제고 방안, 안전이민 및 본국송환(safe migration and repatriations)
장려, 카리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논의

2. 이슈별 주요 활동

I
정

ㅇ ACS내 협력분야

치

- ACS는 회원국 간 카리브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大카리브협력지대(Greater Caribbean Zone of Cooperation)’를 설립

- 大카리브협력지대는 ACS가 중점을 두는 무역, 지속가능한 관광, 교통, 자연재해 등
분야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구성

ㅇ 무역(Trade, 무역개발 및 대외경제특별위원회에서 관할)
- 주요동향

·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해 경제지역(Economic Space) 설립 및 공고화 추진

· 이를 위해 회원국 간 이해제고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FTAA, WTO 등 주요
국제무역 교섭에서 공동입장 정립 추진

· 특히 소국경제에 대한 특별차등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에 대해 집중 연구 중

· 또한, FTAA 협상 등에 대비, 럼(rum) 등 자국생산품에 대한 공동정의 연구 중
· 역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조성을 위해 비즈니스 포럼 정기 개최

※ 제35차 무역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2020.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大카리브(Greater Caribbean) 역내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통합 및
발전
② 이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E-commerce 플랫폼 발전을 위한 지원, 혁신적인
자금조달 및 보장 체제 개발
③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ㅇ 교통(Transport, 교통위원회에서 관할)
- 주요 동향

· ACS 회원국간 항공교통협정(ACS Air Transport Agreement) 체결

· ACS 역내 항만정보화사업(Port and Maritime Information Database)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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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및 해상 여행객의 안전과 불법마약거래 차단 등을 위한 안보(security)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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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개발 등

· 대카리브지역내 항공 및 해상 교통의 연결의 중요성 강조

※ 제29차 교통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2020.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대카리브 해양·항구 전략 개발
② 파나마 운하 확장을 기반으로 한 항구 인프라 개발을 통해 무역활성화를 위한 해양분야
경쟁력 제고
③ 大카리브 항구·환경을 안전 및 안보 관련 국제해양무역규약을 준수하며 경쟁력 있는 지역
으로 발전
④ 대카리브 지역내 여객선(Ferry) 개발

ㅇ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위원회에서 관할)
- 주요 동향

· 지속가능한 카리브관광지대협정(Convention on Sustainable Tourism Zone
of the Caribbean) 체결은 2001년 제3차 정상 회의에서 서명된 이후 현재 회원
국의 추천지역 접수 및 심사 진행

· ACS회원국내 각 관광지의 지정, 승인 및 분류 체계 구축

· 해변 생태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지속 가능한’기준에 따른 해결책 연구
· 카리브 최빈국 등에 대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카리브 역내 각 관광지를 연결하는 항공·교통 시스템(multi-destination
tourism) 구축

· 관광정보센터 구축

· 카리브관광기구(CTO)와 협력, 9.11 테러 이후 관광산업동향 분석 및 범미보건

기구(PAHO)와 협력, 카리브 관광지내의 AIDS 퇴치 등을 통한 관광 및 보건환경
개선 추진 등

※ 제31차 지속가능한 관광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2020.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했던 관광업 재건 체제 개발
② 관광업의 안전, 안보, 리질리언스 분야 제고
③ 카리브해의 친환경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관광산업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보안,
보건, 외국어 교육 등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관련 이슈 포함

90

ㅇ 자연재해 경감(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위험경감위원회에서 관할)
- 주요 동향

· ACS는 자연재해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중으로, 동 협정은 1999년 제 2차 정상
회의에서 서명된 후 현재까지 비준절차가 진행중

* ACS 자연재해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for Regional Cooperation on
Natural Disasters)은 △자연재해의 방지와 피해완화를 위한 회원국내 관련 기구 활동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목표로 함.

※ 제28차 자연재해위험경감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2020.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ACS 회원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원국의 대응 조치 논의
② 기존 자연재해와 병합된 팬더믹의 영향 분석 및 회복력 향상 방안 검토
③ 재난 예방을 위한 카리브 정보 및 데이터 플랫폼 설립

ㅇ 카리브해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Caribbean Sea, 카리브해위원회에서 관할)
- 주요 동향

· 카리브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보전을 위해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카리브해를
특별지역(Special Area)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 진행

※ 제28차 자연재해위험경감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2020.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기후변화로 인한 산호초(coral reef) 부식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 논의
② 녹조를 야기하는 해조류(sargassum)의 경제적 이용 방안 논의
③ Sandy Shorelines 프로젝트를 통한 카리브 해변 재건 및 보전 진행상황 논의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주요 활동
ㅇ 우리나라는 1998.12월 제4차 각료이사회(바베이도스)에서 옵서버로 가입
- 이후 ACS 연례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ㅇ 외교통상부-ACS간 협력약정 체결(2008.2.11)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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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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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 카리브지역 공관 철수로 인한 외교력 감소를 보완하고, 카리브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동 약정 체결

· 동 약정은 ACS의 4대 중점 목표인 무역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교통 및 자연재해
예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ACS간 협력사업 추진을 규정

· 카리브지역의 저개발국 지원, 인프라 및 정보통신 분야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우리
외교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 규정

· 동 약정 체결로 우리 공관이 없는 카리브 소국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부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및 IT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리브지역 진출 증대
기대

ㅇ Andrade ACS 사무총장 방한(2008.9.7-12)
- 2008년 한-중남미 경제협력포럼 참석

- 박대원 KOICA 총재 및 김병일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ㅇ Gloria de Mees ACS 지속관광국장 방한(2008.10.21-24)
- 여수엑스포 조직위 주관 행사 참가

ㅇ 2012 여수엑스포 조직위 김일수 대외협력본부장 방문(2009.8.5-7)
- Andrade 사무총장 면담

- ACS 주관「카리브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8.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참가교섭 활동 전개

ㅇ Luis Fernando Andrade ACS 사무총장 방한(2011.10월)
- 제1차 한-카리브고위급포럼 참석

ㅇ 쿠바 개최 제7차 ACS 정상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옵서버국 수석대표), 조태열 2
차관(교체수석대표) 참석(2016.6월)
- Munera 사무총장 면담

ㅇ 이재완 개발협력 심의관, ACS 사무국 방문 (2016.9월)

- 기후변화영향 대응 사업 관련, Soomer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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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June Soomer ACS 사무총장 방한 (2016.10월)

- 제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한-카리브 파트너쉽
향상) 참석

- Sandy Shorelines 프로젝트 관련, KOICA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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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
ㅇ 2014년 : ‘범카리브해운항로지도(Maps of Maritime Routes of the Greater
Caribbean)’

- 지원예산: 3만5천미불

- 사업목적: 중남미카리브지역 교역 및 이동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해운항로 지도
업데이트 기여

ㅇ 2017년 :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
사업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on the Sandy Shorelines of the

Caribbean : Alternatives for its Control and Resilience, Sandy Shorelines
프로젝트)

- 지원예산: 총 400만 미불

- 중점 참여국가: ACS 회원국 9개국(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안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자메이카, 파나마) 참여

- 사업목적: 카리브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해안침식을 모니터링
하고, 해변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연안지역들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

- 수원국 협의개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계기 사업발굴(2016.6.4.),

외교부 이재완 심의관 ACS 사무국 방문 및 사업 협의(2016.9.10.-14), ACS 협력
사업 심층기획조사 실시(2016.10.27.-11.7), ACS 각료 회의시 외교부 제2차관 ACS

사무총장 면담시 협의(2017.3.20.-24), 실시협의 및 Grant Arrangement 체결
(2017.4.24.-28)

3.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ACS는 1994년 카리콤 정상회의시 중미국가들까지 포함한 대카리브(Greater

Caribbean) 연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설립 후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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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과 활동이 원만치 못하다가 2013년 아이티 개최 제5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어 이후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옴.

ㅇ ACS의 중점 목표 사업들로는 △자연재해경감, △역내 교통인프라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등이 있으며, 우리와 해운항로지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Sandy Shorelin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카리브해지역 우리의 개발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지속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IV

평가 및 전망

ㅇ CARICOM과의 차별화

- CARICOM이 기존 서인도제도 카리브 국가들의 정치경제 협력체인 반면, ACS는

카리브해를 공유하는 카리브/중남미지역을 포괄하는 좀 더 느슨한 협력체
(CARICOM: 정회원국 15개국, ACS: 정회원국 25개국)

- CARICOM은 단일시장 및 경제권(CSME: Caribbean Single Market &

Economy)을 추구하나, ACS는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지대(Zone of Cooperation)
구축을 추진

ㅇ 1995년 출범이후, ACS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교통, 관광, 자연재해

등의 분야에서 공동입장 정립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카리브해 소국들과 여타
중남미 국가들간의 입장차로 인해 협력추진 성과 저조

ㅇ 2005년 제4차 정상회의 이후 8년간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다가 2013년 4월 제5차

ACS 정상회의가 아이티에서 개최되어 ACS의 4대 중점목표(무역, 지속가능관광,

교통, 자연재해 감소) 달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페티온빌 선언

(Declaration de Petion Ville)을 채택, ACS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한

후, 2014년 4월 제6차 정상회의가 ACS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멕시코에서 개최되고

2016.6월 ‘지속가능한 카리브를 위한 단합’을 주제로 제7차 ACS 정상회의가 쿠바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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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3월, ACS 설립 25주년 기념 제8차 정상회의가 니카라과에서 개최되어 35개국
회원국 정상이 참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카리브의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카리브국가
들의 공동 대응 방안 검토 △역내 평화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등 논의

I
정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치

- 소재지 : Port of Spain, Trinidad and Tobago

분

- 주 소 : 5-7 Sweet Briar Road, St. Clair, P.O.Box 660

야

- 전 화 : +1 (868) 622-9575
- 팩 스 : +1 (868) 622-1653

- W E B : http://www.acs-aec.org
- e-mail : mail@acs-a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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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Mercosul)
- Mercado Común del Sur - Mercado Comum do Sul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91.3.26.

아순시온(Asunción) 협약 서명

- 1994년 말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
수르)을 발족시키기로 합의

ㅇ 1994.12.17. 오우루프레투(Ouro Preto) 의정서 서명
- 메르코수르의 주요기관을 규정

ㅇ 1995.1.1.

관세동맹으로서 발족

2. 설립 목적
ㅇ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유통

ㅇ 대외 공동관세를 창설,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 지역적·국제적으로 경제무역 측면
에서 협조

ㅇ 거시경제 정책의 협조 및 대외무역, 농업, 재정·금융, 외환·자본, 서비스, 세관,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경제정책 협조

ㅇ 통합과정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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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5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2016.12.1. 자로 회원자격 정지

※ 볼리비아는 2012.12. 가입의정서 서명, 각국 의회의 비준을 대기 중

나. 준회원국(7개국) :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II

다. 옵서버(2개국) : 멕시코, 뉴질랜드

경
제

4. 주요 기구

분

가. 공동시장이사회(CMC, Consejo del Mercado Común)

야

ㅇ 최고 의사결정 기관

ㅇ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 적어도 연 1회 개최
ㅇ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

나. 공동시장그룹(GMC, Grupo Mercado Común)
ㅇ 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감독

ㅇ 회원국의 외교부, 경제부 및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

다. 무역위원회(CCM,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ㅇ 관세동맹의 실시·운영 기관
ㅇ 매월 최소 1회 개최

라.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

ㅇ 2006년 발족 당시 국가별 18명의 현역의원이 겸직

ㅇ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직접선거로 선출

- 브라질(37), 아르헨티나(36), 베네수엘라(19), 우루과이(18), 파라과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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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관련 정책권고 및 회원국간 입법 조정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마. 경제사회 자문포럼(Foro Consultivo Económico y Social)
ㅇ 회원국의 기업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
ㅇ 기업과 노조의 견해를 표명

바. 사무국(Secretaría del MERCOSUR)
ㅇ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ㅇ 문서보관, 홍보 위주의 업무 수행

사. 상설재판소(Tribunal Permanente de Revisión del MERCOSUR)
ㅇ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ㅇ 회원국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기관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ㅇ 역내관세의 원칙적 철폐

- 1995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철폐

-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설탕을 제외하고 역내관세는 제로
- 다만, 국가별로 보호품목을 설정 가능

ㅇ 대외공통관세

- 1995년 1월부터 전품목의 약 85%에 상당하는 약 9천 품목에 대해 대외공통관세율
(0~20%)을 적용, 단 예외품목(기초품목 100개 + 자본재, 정보통신 품목)을 인정

- 2011년 공동시장이사회는 각국 경제정세를 이유로 100품목을 상한으로 관세인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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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공동시장이사회는 예외 품목 중 기초품목의 상한을 200품목으로 확대

ㅇ 원산지증명

- 역내무역 시 현지 조달율이 원칙적으로 60% 이상이어야 메르코수르 원산으로 인정

ㅇ 분쟁처리절차

- 1991년부터 공동시장이사회의 중재절차가 있었으나, 2004년 상설중재재판소를 설치

ㅇ 민주주의 조항

II

- 1998년 7월 서명된 “민주주의 준수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회원국 및
메르코수르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상실되는 경우,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중단이 가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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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2. 발족 이후 동향
가. 1995년 메르코수르 발족 후 역내교역 증가

ㅇ 역내 교역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폭 확대

- 1990년 9%를 차지한 역내 수출은 1998년 25%로 증가

- 1990년-1998년간 역외 수출은 44%, 역내 수출은 393% 증가

ㅇ 역내 FDI 및 회원국간 투자 증가

- 연간 20억불이던 FDI는 1999년에는 529억불로 증가

- 대부분의 FDI는 역내 대국인 브라질(68%), 아르헨티나(30%)에 집중

나. 1999년부터 회원국내 경제위기로 회의론 대두

ㅇ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와 통화의 평가절하로 통상분쟁 발생
ㅇ 2002년 역내 수출 비중은 11%로 급락

- 역내 수출량은 1993-1994년 수준으로 후퇴

다. 2003년부터 재활성화 시도

ㅇ 경제위기의 극복 및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역내 교역 증가

- 2004년 역내수출 비중은 총수출의 약 15% 정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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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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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월 역내 통합 추진을 위한 가맹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정, 대외공동관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착수

- 2004.12월 메르코수르 의회를 2006년도에 창설키로 결정
- 2005.6월 역내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기금 설립 합의

라. 2007년부터 회원국간 비대칭성 문제 부각

ㅇ 역내 ‘비대칭성(불균형)’ 극복을 위한 논의 난항

-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배타적이고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루
과이, 파라과이는 강한 불만 제기

- 2009년 제38차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측은 시장접근을 차단하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

마. 2012년부터 정치화 논란

ㅇ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

-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은 파라과이 상원의 비준 반대로 빈번히 좌절되었으나,
2012.6월 파라과이 루고(Lugo)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파로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전격 승인

- 파라과이는 2013.8월 신임 카르테스(Cartes)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회원국 자격
복원

ㅇ 베네수엘라의 가입 이후, 정치이슈를 논의

- 2013.7월 45차 정상회의시 스노든(Snowden) 망명, 모랄레스(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의 유럽국가 영공통과 불허, 미국의 비밀 정보수집 등을 논의

ㅇ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 정지

-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 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으며, 2017년 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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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외지역과의 관계
공동시장이사회 결의(32/00호)에 따라, 2001년 6월 이후에는 제3국 또는 역외그룹과의
통상협정 교섭을 회원국 단독이 아닌 메르코수르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가. 유럽

II

(EU)

ㅇ 1995년 지역간 포괄적 기본협력 협정에 서명, 1999년 발효

- 정치대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사회협력 및 FTA

경

ㅇ 2000년 4월 비관세 분야, 2001년 7월 관세와 서비스 분야 교섭 개시

제

ㅇ 2004년 10월 농산물 개방폭 및 양허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타결 목표시한 준수
실패, 2005년 교섭 재개하나 2006년 중단

ㅇ 2010년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관세인하 교섭의 진전이 없음

ㅇ 2016년 4월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5월에 상품과 서비스 양허안 교환

ㅇ 2018년 4월 벨기에 브뤼셀 및 9월에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양측간 회의가 개최
ㅇ 2019년 6월 타결
(EFTA)

ㅇ 2000년 12월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ㅇ 2015년 3월 탐사대화 개시

ㅇ 2017년 6월 1차 협상 이후 9차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타결

나. 미주
(FTAA)

ㅇ 1994년 미주정상회의시 북미, 남미, 카리브 34개국은 FTAA를 창설하기로 합의

ㅇ 1998년 협상 개시 이후 미국은 포괄적 협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농업보조금과 반덤핑을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반면, 브라질은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을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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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것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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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년 미주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메르코수르 4개국과 베네
수엘라가 교섭 재개에 반대

ㅇ 9개 교섭위원회는 2004년 이후 열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교섭 중단
(캐나다 FTA)

ㅇ 2017년 10월 캐나다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양측간 무역협상 기본원칙에 합의함

ㅇ 2018년 3월 양측은 1차 회의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는 2018년 9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함

(안데스공동체(CAN) FTA)

ㅇ 1995년부터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1998년 메르코수르-CAN
FTA를 위한 기본협력협정 체결

ㅇ 1996년 볼리비아, 2003년 페루, 2004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경제보완
협정 서명

ㅇ 1999년 브라질-CAN 특혜무역협정 체결, 2000년 아르헨티나-CAN 특혜무역협정
체결

ㅇ 2004.12월 FTA 타결 및 2005.1월 FTA 발효

다. 아프리카/중동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특혜무역협정)

ㅇ 1998년 메르코수르-남아공간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ㅇ 2003년 메르코수르-SACU간 PTA 체결 논의

ㅇ 2008년 메르코수르측 서명, 2009년 SACU PTA 서명
(걸프협력회의(GCC) FTA)

ㅇ 2005년 남미-아랍 정상회담시 기본 약정 체결

ㅇ 2006년 합동 모임 개최(메르코수르 제안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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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레바논 전쟁 발발로 협상 보류
(이스라엘 FTA)

ㅇ 2005년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 개시

ㅇ 2007년 FTA 협정 서명 및 2009년 발효, 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체결한 FTA로서 역외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최초

(이집트 FTA)

ㅇ 2010년 FTA 서명

II
경
제

(팔레스타인 FTA)

분

ㅇ 2011년 FTA 서명

야

(레바논 FTA)

ㅇ 2014년 FTA 서명

라. 아시아
(인도 특혜무역협정)

ㅇ 2004년 PTA 서명 및 2009년 발효
(중국 FTA)

ㅇ 2012년 원자바오 총리가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FTA 협상 추진을 제안,
동년 11월 상해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은 없음

ㅇ 2018년 10월 중국 Qin Gang 외교차관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방문하여 메르코
수르 4개국 외교차관들과 회동을 갖고 투자 및 통상 문제에 대해 논의

(ASEAN)

ㅇ 2008년 메르코수르-ASEAN간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양측간 정치, 경제, 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상설 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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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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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메르코수르 정책협의회 개최
차수

시기

장소

1

1997.4.23

2

1998.10.5

파라과이
아순시온

3

2001.10.26

4

2003.6.12

5

2004.6.4

6

2007.10.31

브라질
브라질리아
서울

주요 참가자 (수석대표)

한국측

이기주 외무차관
최성홍 외무차관보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

파라과이
아순시온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Mercosur 측

파라과이 외무부
경제담당차관
브라질 외무부
중남미통합국장
브라질 외무부
경제차관보

파라과이 외교부
경제차관
아르헨티나
통상차관

우루과이 외교부
통합총국장

2. 양국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완료
ㅇ 무역협정 공동연구 완료 및 보고서 공식 채택

-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공동 연구 개시 발표
- 4차례 공동연구 실시(2005.5월, 8월 및 2005.3월, 10월)
- 공동연구 완료 및 발표(2007.10.31)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동연구 후속조치 현황
ㅇ 2009.7월 파라과이 개최 메르코수르 각료회의 계기 양측은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공동연구 후속조치로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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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Meeting)
ㅇ 2015년 4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간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

ㅇ 2015년 5월 제1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공동협의체 회의를 개최

II

5. 한-메르코수르 교역·투자 관계
가.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미불)

연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1

13,319

7,518

5,801

2010
2012

2013

8,952

11,603

11,352

2014

10,155

2016

5,477

2015
2017
2018
2019

출처: 한국무역협회

5,543

7,717

6,964

4,462

1,015

4,861

6,603

4,522

5,383

4,492
5,375

야

4,388

4,601

제
분

3,886

5,554

6,960

5,693

3,409

경

2,099
2,081
1,201
8

ㅇ 한국의 對메르코수르 5대 수출 품목은 2019년 기준,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49.2%를
차지

ㅇ 메르코수르의 對한국 5대 수출 품목은 2019년 기준, 식물성 물질, 철광, 제지원료,
육류, 기호식품으로, 5대 품목의 비중이 전체 對한국 수출의 72.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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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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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對메르코수르 투자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2019년 기준 10,465백
만 달러를 기록
구분

對메르코수르
투자
對한국 투자

건수

~’11
637

’12

128

’13

’14

114

477

금액

90.16

3.02

0.95

1.99

4

’18

’19

887

811

497

765

188

10,465

0.19

0.81

1.4

0.19

0.19

98.9

2

492

5

’17

3

1,03

60

’16

110

5,345

건수

’15

78

금액

(신고 기준, 건, 백만불)

95
5

56
4

※ 출처: 對메르코수르 투자(한국수출입은행), 對한국 투자(산업통상자원부)

67
2

54
2

총계

1,339
87

6.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진행 상황
ㅇ 2017년 3월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개시 관련 양측 내부절차 착수에 합의

ㅇ 2018년 5월 서울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

ㅇ 2018년 9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최
ㅇ 2019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협상

ㅇ 2019년 7월 몬테비데오에서 제3차 협상
ㅇ 2019년 10월 부산에서 제4차 협상

ㅇ 2020년 2월 몬테비데오에서 제5차 협상

ㅇ 당초 2020년 4월 한국에서 제6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IV

평가 및 전망

ㅇ 메르코수르는 인구 2.95억명(남미 70%), GDP 3.4조 달러의 세계 5위 규모 경제블록
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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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역내 교역량이 감소하고 대외공동관세의 예외가 확대
되었으나, 메르코수르의 공고화를 추진한다는 인식하에 관세동맹의 완결 및 역내
통합을 위해 노력

ㅇ 2010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동관세코드를 채택하고, 대외공동관세 차별 부과를
아순시온 협약이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점진적 철폐키로 합의

ㅇ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공동
통화 도입이나 회원국 간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을 통한 공동시장 건설을 위한 조치
들을 추진

ㅇ 공동 의회, 노동자 권리보호 선언, 회원국간 대학학위 상호인정 등으로 정치, 사회분야
통합 추진 기구로서도 활동

ㅇ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한국은 전자제품, 휴대폰, 모니터, 의약품, 섬유

수출이, 메르코수르측은 쇠고기, 오렌지주스, 대두, 밀, 옥수수, 아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GDP 0.17-2%, 메르코수르 GDP 0.02-2.74% 증가 전망(2007년
10월 공동연구 결과)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Montevideo, Uruguay

- 주 소 : Luis Piera 1992, 1er. piso, C.P. 11200 Montevideo,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 전 화 : (598-2) 412-9024
- 팩 스 : (598-2) 418-0557

- W E B : http://www.mercosur.int

- e-mail : secretaria@mercosur.or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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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
제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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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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

II
I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분

1. 설립 경위
ㅇ 1950년대 유럽에서 경제통합기구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된 후, 라틴아메
리카에서도 지역 통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동지역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이 발족

- LAFTA는 당시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한 회원국 간 협상 방식을 채택, 초기에는 역내
국가 간 교역 증진 등의 효과 창출

- 그러나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 발전 격차로 인해 60년대 후반부터 역내 관세 및
수입 제한 철폐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70년대에는 사실상 기능 중단

ㅇ 1980.8월 중남미 11개국 간 체결한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해 설립
- 1961년 발족한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대체

- 자유무역지대 결성보다는 향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다자간 통합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선 역내 교역 확대를 중점 추진

ㅇ 1981.3.18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통합기구로 공식 출범

2. 설립목적 및 기능
ㅇ 역내 특혜 관세, 역내 포괄 협정 및 회원국간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 시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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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ㅇ ALADI는 GATT에 의해 정식 승인된 지역 경제통합체로서 라틴아메리카 경제 통합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모체 역할

- 경제정책의 다원주의 준수, 유연성, 조화와 균형이라는 통합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 추진

- 회원국 간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MERCOSUR,

CAN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체결된 시장통합에 관한 협정의 대부분은 ALADI의
경제보완협정의 틀을 활용하여 체결

ㅇ ALADI는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건설을 최종 목표로, 기체결된 회원국간 자유무역
협정의 강화와 신규협정의 체결 및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한 기술적,
법적자문 제공

- 회원국의 사회·경제 지표, 회원국의 교역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Information
System 운영

3. 회원국(31개국, 10개 기구)
가. 정회원국(13)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파나마
나. 옵서버

ㅇ 국가(18) : 한국(‘04.6.16 가입),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스페인, 포르투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 루마니아,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산마리노, 파키스탄

ㅇ 기구(10) : ECLAC, OAS, IDB, UNDP, EU, SELA, CAF, IICA, PAHO/WHO,
SEGIB

ㅇ 회원국 경제 개발 수준에 따라 특혜 관세 차등 적용

-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은 상대적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협력 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우호적 특혜관세 등의 방식으로 지원

- 회원국간 독자적으로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특혜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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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구
ㅇ 장관급 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 각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ㅇ 통합평가회의(Conferencia de Evaluación y Convergencia)
- 개별 및 지역 협정의 통합 및 조정기능

II

- 통합의 전 과정 검토 및 평가

ㅇ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소재

- 사무총장 : Alejandro de la Peña Navarrete (2017.1 취임)

경
제

ㅇ 상설 회원국 대표자 위원회(Comité de Representantes)

분

- 각 회원국별 대표가 매 15일마다 회합, 주요 현안 투표권 행사

야

ㅇ 보조기구(Órganos Auxiliares)

- 재정·통화정책 위원회(Consejo para Asuntos Financieros y Monetarios)

- 재정·통화정책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Asuntos Financieros y
Monetarios)

- 관세청장회의(Reuni´on de Directores Nacionales de Aduanas)

- 기구정책·예산위원회(Comisión de Presupuesto y Asuntos Institucional)
- 기술협력·지원위원회(Comisión de Asistencia y Cooperación Técnica)

- 교역촉진을위한운송위원회(Consejo de Transporte para la facilitación del
Comercio)

- 수출금융 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de Financiamiento de las Exportaciones)
- 관광위원회(Consejo de Turismo)

- 기업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Empresarial)

- 품목분류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Nomenclatura)
- 지역위원회(Consejo Sectorial)

- 노동 자문 위원회(Consejo Asesor Laboral)

- 관세평가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de Valoración Aduanera)
- 관세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de Asuntos Aduan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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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그룹(Grupos de Trabajos)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규칙 및 규율 제정 그룹(Grupo de Trabajo de Normas y Disciplinas)
- 무역촉진그룹(Grupo de Trabajo de Facilitacióndel Comercio)

- 상품 시장 진출 그룹(Grupo de Trabajo de Acceso a Mercado de Bienes)
- 서비스 및 신주제 그룹(Grupo de Trabajo de Servicios y Nuevos Temas)

-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 그룹(Grupo de Trabajo de Sistema de apoyo a los
Países de Menor Desarrollo Económico Relativo)

- 사회 및 생산성 통합 그룹(Grupo de Trabajo de Integración social y productiva)
< ALADI 조직도 >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이슈별 주요 활동
가. 기술적, 법적 자문

ㅇ 회원국 통합정책 담당 고위 인사간 회의 지원

ㅇ 원산지 규정,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해결, 비관세장벽, 위생문제, 관세평가 및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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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이중과세, 투자 분야, 디지털 원산지 인증서
등에 대한 회원국간 정책의 조화 및 수렴을 위한 작업 추진

ㅇ 회원국간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분야 통합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각종 통계 및 보고서 발간

ㅇ 회원국의 역내외 교역량, 수입관세, 무역관련 규정

II

ㅇ 역내 경제통합 동향

ㅇ 회원국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현황 및 전망

경

ㅇ 역내 서비스 교역 동향

제
분

ㅇ 역내 회원국간 HS Code 분류체계 등

야

2. 최근 동향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및 이로 인한 불균형 문제 극복을 위해 역내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UNCTAD 등 국제기구와 공동 논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 200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무역협정에 관한 기술·정보 및 대외무역
표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또한, 2005년 CUSCO 선언 이후 남미국가공동체(CNS) 설립을 위해 CAN,

MERCOSUR 등 주요 중남미 통합 기구와 역내관세 통합, 제도 통합,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2008.9월 역내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중남미 석유·천연가스 기업인 협회(ARPEL), 지역 전기통합 위원회(CIER) 및 라틴

아메리카에너지기구(OLADE)와 에너지 수급 상황 보고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 이와 관련, 2009.3월 미주기구(OAS)와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

ㅇ ALADI는 각 회원국의 전자정부, E-business, 역내 물류이동 DB 구축, 정보 접근성
향상 등에 역점을 두며 물리적 차원의 통합에서 나아가 디지털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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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5월 중남미-아태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중남미개발은행(CAF)과 공동 프로젝트로 중남미-아시아·태평양 옵저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토리(Latin America-Asia·Pacific Observatory) 발족

- 포탈 사이트 구축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추진

- 2013.5월 양지역간 경제통상 관련 각종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운영 개시

ㅇ 2014.2월 중남미물류협회(ALALO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역내 물류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Portal ALALOG를 개설 및 운영

ㅇ 역내 무역 및 정부기관-기업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EXPO ALADI를 다양한 국가

에서 개최(2014 우루과이, 2015 아르헨티나, 2016 멕시코, 2017 볼리비아, 2018 페루,
2019 콜롬비아, 2020 에콰도르(온라인))

ㅇ 2017.10월 무역원활화에 중점을 둔 경제·제도적 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경제기구
(SELA)와 양해각서 체결

ㅇ 2018.9월 플라타 강 유역 발전을 위한 재정자금(FONPLATA)과 파라과이-파라나
항로 개발을 위한 동의서 체결

ㅇ 2020년 코로나-19 관련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비관세조치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긴급
조치 문서의 공유를 통해 팬데믹 상황 극복 노력 전개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2004.5월

몬테비데오에서 한-ALADI 통상관계 세미나 개최

- 한국기업의 ALADI 회원국 진출 성공 사례,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 합작투자 활성
화를 위한 도전과 전망, 아·태 지역과 중남미 지역 간 협력관계 전망 등에 관한 주제
논의

ㅇ 200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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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DI 옵서버 자격 취득

ㅇ 2007.9월
ㅇ 2009.8월

화상회의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역내 통합 논의 활성화 및 ALADI 내

시스템 현대화에 기여

한-ALADI 간 인턴파견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중남미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9년부터 매년 3~4명의 인턴을 ALADI 사무국에 파견
- 2020년 현재(상반기)까지 총 30명 파견

II

-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 체결 추진 동향 및 ODA 개발협력 지원 등 한·중남미 경제

경

ㅇ 2010.11월 ALADI 주최 중남미 통합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전문가 파견
통상 관계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

제

ㅇ 2013.3월 Pablo Rabczuk ALADI 사무차장 방한

분

- 제2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샵 참석, KOICA 한충식 이사 면담 등

야

ㅇ 2013.8월 ALADI 학술 세미나(칠레)에 김원호 원장 참석

-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지역 무역관계’ 제하의 세미나에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장이 특별 초청자로 참석

IV

평가 및 전망

1. 긍정적 평가
ㅇ ALADI는 GATT에 의해 정식 승인된 지역경제통합체로서 CAN, MERCOSUR 등

다른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체들의 모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간 기체결
된 자유무역협정 강화 및 신규협정의 체결을 위한 기술적, 법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인 지역 통합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2014년초 기준 회원국간 양자 및 역내 경제협정 수는 164개에 이르는 등 ALADI는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경제통합 관련 기술적 및 제도적 경험 공유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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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평가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점진적인 지역 통합 달성을 향한 ALADI의 기여에도 불구, 회원국간 상이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회원국간 무역 협정 체결과 상호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ALADI의 기존 전략으로는 동 기구의 궁극적인 지향

점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건설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 원산지, 세이프가드, 위생검역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이견 상존
및 자국 민감 산업을 보호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입장 때문에 협상이 답보 상태

- 공동시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시한 미설정, 조직적인 통합 장치의 부재,
관련 규정의 비엄격성 등의 이유로 특혜무역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지적

3. 향후 전망
ㅇ ALADI 회원국들이 회원국간 경제 발전 수준 평준화 및 이를 위한 상호 협력 증진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ALADI의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로 지적

ㅇ ALADI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위해 MERCOSUR, CAN 등 여타 지역통합기구와
공조 하에 역내 관세 통합, 제도 통합, 불균형 개선 문제의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

- 특히, 경제통합에 관한 법적·기술적 지원 제공, 통합에 관한 정보 및 경험 전수,

각종 경제·통상 데이터의 디지털화 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중남미 경제
통합을 위한 모체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Montevideo, Uruguay

- 주 소 : Calle Cebollatí 1461, Barrio Palermo, Casilla de Correo no. 20-005 Montevideo,
Uruguay, CP. 11200
- 전 화 : (598) 2410-1121
- 팩 스 : (598) 2419-0649

- W E B : http://www.aladi.org
- e-mail : sgaladi@alad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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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공동체(CAN)
- Comunidad Andina -

II
I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분

1. 설립 경위
ㅇ 1969.5.26.

야

「안데스 소지역 통합 협정, 카르타헤나(Cartagena) 협정」체결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5개국이 참가하여 공식 출범

ㅇ 1973.2.13.

ㅇ 1976.10.30.
ㅇ 1997.6.3.

ㅇ 2004.12.6.
ㅇ 2005.7.7.

ㅇ 2006.4.19.
ㅇ 2006.9.20.
ㅇ 2011.8.22

베네수엘라 가입(회원국 : 6개국으로 증가)

칠레 탈퇴(회원국 : 5개국으로 감소)

Cartagena협정 개정(기구명칭을 Pacto Andino 에서 Comunidad

Andina로 개칭)

칠레의 옵서버 자격 참가 승인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준회원국으로 가입

베네수엘라의 CAN 탈퇴 선언(회원국: 4개국으로 감소)
칠레의 CAN 준회원국으로 재가입
스페인 옵서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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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목적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회원국간 통합과 경제사회 협력을 통해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 추진
ㅇ 회원국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ㅇ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의 점진적 구축을 위한 회원국간 지역통합 참여 촉진
ㅇ 외부 취약요인 축소 및 국제경제 문제에서의 회원국간 입장 개선
ㅇ 소지역 연대 강화 및 회원국간 개발 격차 해소
ㅇ 소지역 주민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추구

3. 회원국
ㅇ 정회원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ㅇ 준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 베네수엘라는 1973년 가입했으나 2006년 탈퇴

- 창립멤버인 칠레는 1976년 탈퇴, 2006년 준회원국으로 재가입

ㅇ 옵서버국 : 스페인, 모로코

4. 주요 기구
ㅇ 안데스 정상회의(Consejo Presidencial Andino)

- 4개 정회원국 정상으로 구성, 알파벳순으로 1년마다 의장국 교체(2019-2020 의장
국은 볼리비아)

-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되며, 특별회의는 필요시 개최

ㅇ 외교장관회의(Consejo Andino de Ministerios de Relaciones Exteriores)

- 4개 정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고, 안데스 정상회의 의장국 외교장관이 의장국을
수임

-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되며, 특별회의는 필요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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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위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 4개 정회원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되고, 안데스 정상회의 의장국 통상장관이 의장국을
수임

- 통상 연 3회 회의를 개최

ㅇ 사무국(Secretaria General de la Comunidad Andina)

- 안데스공동체의 집행기구로서 공동체 규범의 이행, 안건제출 등을 담당하고, 페루
리마에 위치

-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며,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 및 집행위원회 컨센서스를
통해 선출

- 사무총장 : Dr. Hector Quintero Arredondo(임기 : 2018-2023, 콜롬비아 전상원
의원)

ㅇ 안데스 사법재판소(Tribunal de Justicia de CAN)

- 안데스공동체 규범 관련 분쟁해결기구로서, 1984.1월부터 운영

- 에콰도르 키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 회원국이 각각 1명씩 지명한 총 4인의 재판
관에 의해 운영

ㅇ 의회(Parlamento Andino)

- 카르타헤나 협정 제43조에 규정된 공동체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로서 1979.10.25. 설립

- 4개 회원국이 각각 5명을 선출, 총 20명으로 의회를 구성하며,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

ㅇ 중남미개발은행(CAF : 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 중남미지역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지원기관으로 1968.2월 설립되고, 1970.6월
부터 운영

- 중남미 17개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위치

ㅇ 기타 : 상기 외에도 남미준비기금, 기업자문위, 노동자문위, 원주민자문위, 시몬볼리
바르대학 등이 안데스 통합체제(Sistema Andino de Integracion: SAI)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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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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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역자유화

ㅇ CAN 회원국 간 “관세동맹”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1993.1.31.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 간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지대

(Zona de Libre Comercio)를 구축

- 페루는 1997-2005년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편입

ㅇ 1995.1.31.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대해 대외공통관세
(Arancel Externo Comun)를 도입하였으나, 2007.8.1. 대외공통관세 적용의무를

잠정 정지(2017.6.13. 집행위 결정 제 669호) 이후 현재까지 적용의무를 중단
- 이에 따라 각 CAN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

ㅇ 2004.7.1. MERCOSUR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간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2003.12.16. 서명) 발효

- 볼리비아는 1996년 MERCOSUR와 별도의 경제보완협정을 체결, 페루도 2003년
체결

ㅇ 1991.1.1. 안데스공동체 차원의 상품분류체계(Nomenclatura Arancelaria)를 시행
하여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일원화(집행위 결정 제267 및 249호)

ㅇ 안데스공동체 차원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규정을 마련

- 1991.3.21.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집행위 결정
제283호)

- 1999.5.4. 안데스공동체 역내로부터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집행위
결정 제456 및 457호)

나. 지적재산권

ㅇ 안데스공동체 차원의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규범(2000), 저작권에
관한 규범(1993), 유전자원에 관한 규범(1996)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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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적 이동

ㅇ 관광목적의 역내이동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각 회원국의 국내신분증(documentos

nacionales de identificacion)만으로 가능하도록 조치(2001.6.22. 집행위 결정 제
503호)

- 2007년 안데스이민카드(Tarjeta Andina de Migracion)를 도입하여 역내 이동시
표준화된 이민수속이 가능하도록 조치

라. 환경

ㅇ 2002년 생물다양성, 수자원관리 등 환경이슈와 관련, 공동대응전략을 채택

경
제

마. 대외관계

분
야

ㅇ 1999.5.25. 안데스공동체의 공동외교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 유엔헌장 등 국제법 존중, 국제평화와 안보, 시민참여와 사회정의에 기초한 민주적
질서, 안데스공동체 지역의 단결 등을 원칙으로 천명

II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가. CAN-MERCOSUR간 FTA

ㅇ 양기구간에 당초 2000.1.1「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시켜 왔으나,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협상 정체

- 1998.4월 양기구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 1999.3월 제1단계 협상완료

· 3,500개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중 1,100개 품목에 대한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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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10월 CAN-MERCOSUR간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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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년 MERCOSUR 4개 회원국 CAN 준회원국으로 가입

ㅇ 2010.2월 준회원국 자격으로 CAN의 모든 기구 회의에 참석 허용

나. CAN-미국간 협력

ㅇ「안데스 무역 촉진 및 마약퇴치법」(ATPDEA) 제정

- Bush 미국 대통령은 2002.8.6. 종전의「안데스 무역 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ATPA)을「안데스 (무역) 촉진 및 마약퇴치법」(Andean Trade
Preferences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 ATPDEA)으로 연장·

		확대 발표

- Bush 대통령은 중남미지역 주요 마약 생산국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

도르 등 안데스 4개국의 마약퇴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안데스구상
(Andean Region Initiative)」을 발표

- ATPDEA 제정으로 안데스 4개국 제품의 90% 이상이 대미수출시 무관세혜택 수혜

ㅇ 2003.11.18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와

FTA 추진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나 실제 협상은 2004.5.18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개시

- 베네수엘라는 ATPDEA 수혜국이 아니었으므로 자동 제외

ㅇ 협상 개시 당시에 미국은 양자협정이 아닌 CAN-미국 FTA를 원하였으나, CAN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결국 양자협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협상은
2006.2월 타결

- 미-페루 FTA는 2009.2월, 미-콜롬비아 FTA는 2012.5월 발효

ㅇ 상기 안데스 특혜관세제도(ATPDEA)는 당초 2008.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연장된 상태

- 2008.3.1 ATPDEA를 2008.12.31일까지 연장

- 2009년 콜롬비아와 페루에는 ATPDEA 1년 연장,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는 6개월
연장

- 2010.1월 볼리비아를 제외한 3개국에 ATPDEA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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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대해 ATPDEA를 2011.2.15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

- 2013.6월 에콰도르는 Snowden 망명 처리문제로 미국의 ATPDEA 수혜 중단을
선언

- 2019년 에콰도르 Lenin Moreno 정권은 미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2013년 이전의
관세 수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ATPDEA의 재적용이 아닌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를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고자 함. 한편, 볼리비아는 최근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대미무역에서 ATPDEA와 같은 관세 혜택을 받길
희망하고 있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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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N-유럽 연합(EU)간 협력

제
분

ㅇ CAN-EU간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추진

야

- 동 협정은 FTA는 물론 정치대화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협정
- 1차 협상은 2007.9.18-21간 콜롬비아에서 개최
- 2차 협상은 2007.12.10-14간 브뤼셀에서 개최
- 3차 협상은 2008.4.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 4차 협상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의 반대로 결렬

ㅇ 현재 CAN 회원국들은 순차적으로 EU와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중

- EU-콜롬비아/페루 무역협정(2012.6월 서명, 페루 2013.3월 발효, 콜롬비아 2013.
8월 발효), 2014년 에콰도르의 동 협정 가입 결정 및 2016년 가입의정서 채택

- 2019.11월 Evo Morales 볼리비아 전 대통령 사임 이후, 최근 볼리비아도 EU와의
무역협정 체결 추진중

라. 중미 및 카리브 지역과의 관계

ㅇ CAN과 중미공동시장(CACM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
리카)은 1997.5월 이래 각 통합체 사무국간 정보 교류 강화 추진

- CAN은 CACM 국가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국과 경제보완협정발표
(2001.5월)

ㅇ 2004.11, CAN-SICA간 협력협정 체결,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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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11.3, CAN과 멕시코간 “정책대화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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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협정 서명

- 멕시코는 2004년부터 CAN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여

ㅇ 2007.9.26 파나마와 정책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설립 협정 서명

ㅇ 카리브공동시장(CARICOM)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 동 기구와의 협력강화 메커
니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중

마.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관계

ㅇ CAN은 아시아 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관심

- 2000.3.30. CAN-중국간 정책협의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2004년 제2차 정책
협의회 개최, 2007.1월 CAN 외교장관 및 중국 부주석간 회의시 동 협정을 구체적
으로 이행키로 합의

- 2000.5.8.-9. 제1회 CAN-ASEAN 새천년 협력 심포지엄 개최
- 2003.6.4. CAN-인도간 정치협의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2002.12월 일본과 협의회 개최, 정치·경제 관련 의견 교환

ㅇ APEC과의 협력

- CAN 회원국중 페루만이 유일하게 APEC 회원국

-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도 태평양 연안국이라는 입장에서 APEC 가입 추진중

- 2004.10.20. Allan Wagner CAN 사무총장은 Mario Artaza APEC 사무총장의
페루방문 계기, 양자면담시 "CAN-APEC 2008 프로그램“ 사업 추진의사 표명

· 페 루 는 APE C 의 장 국 으 로 서 정 상 회 의 , 각 료 회 의 및 고 위 관 리 회 의 등 을
2008.11.22-24 개최

ㅇ 러시아와의 협력

- 2001.5월 CAN-러시아 정치대화 및 협력 의정서 체결

- 2004.4월 제1차 정치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회의 모스크바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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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회의 결과
가. 제19차 정상회의 개최(2019.5.26., 페루 리마)

ㅇ 카르테헤나 협정 체결 50주년 기념 역내 통합 성과 평가

ㅇ 향후 과제로 ▲역내 중소기업 발전 활성화, ▲안데스 디지털화 의제 가속화, ▲역내
교육 및 보건 분야 서비스 개선, ▲역내 교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 ▲역내 원자
재를 이용한 최종생산품 제조 등 선정

나. CAN 외교장관 회의 개최(2020.2.19., 콜롬비아 카르테헤나)

ㅇ CAN 창설 50주년 기념, ▲50년간 지역 통합 강화를 위한 안데스공동체의 공헌,
▲리마 선언 이행 및 후속 조치, ▲안데스 공동체 내 분쟁해결 매커니즘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 ▲국경통합지역(ZIF)의 지속 발전 등을 포함한 12개 공동선언문
발표

3.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한-CAN 대화협의체 설립 논의

- 2004.4월 한-페루 국장급 협의회시 우리측은 한-CAN 대화협의체 창설 제의
- 2005.2월부터 한-CAN 대화협의체 설립을 위한 교섭 개시

- 2006.4월 베네수엘라 탈퇴선언 및 볼리비아의 동반탈퇴 의사 표명으로 인해
한-CAN 대화협의체 교섭 사실상 중단

(당시 CAN 의장국 베네수엘라는 페루,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등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다가 결국 탈퇴 선언)

ㅇ 한-CAN FTA 추진 가능성

- 2006.11월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시 한-CAN FTA 검토 논의되었으나, CAN의 위상
약화로 추진가능성은 희박

- 대신 개별국가 기반의 한-페루 FTA 2011.8.1 발효, 한-콜롬비아 FTA 2013.2.21
서명됨

- 2010.7월 CAN이 옵서버국 관련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시 옵서버 가입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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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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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AN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의 4개 안데스 지역 중심의 개발도상국

으로 구성된바, 중남미지역에서는 MERCOSUR에 이은 제2의 소지역통합체로서의

위상 유지

ㅇ CAN은 회원국간 상당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9년 창설되었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장기간 정체상태를 겪으면서 동

공동체 발전에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

- 1990년대 NAFTA 및 MERCOSUR 출범으로 인한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활성화로
CAN의 활성화 노력이 재개되면서 CAN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제고

- 2006.4월 베네수엘라의 탈퇴 선언과 볼리비아의 동반 탈퇴 가능성으로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칠레의 준회원국 자격 가입, 볼리비아의 잔류 결정, EU-CAN FTA 협상

개시 등으로 회복

- 2012년 태평양동맹(PA) 설립 이후, CAN의 핵심국가인 페루와 콜롬비아가 PA를
통한 역내 무역 증진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CAN은 다시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
(1970-80년대 정체상태)

ㅇ 회원국간 협정무시(독자적 경제·산업 정책실시),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ㅇ 1970년대에는 회원국간 국내자본 비율 및 송금 규제를 골자로 한 공동외자규제 정책실시를
둘러싼 회원국간 이해 충돌로 칠레가 탈퇴 (1976년)

ㅇ 1980년대 중남미지역을 휩쓴 외채위기 영향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ㅇ 1989년 갈라파고스 정상회의 계기, 개방형 경제로 변화 시도
(1990년대 이후의 재활성화 노력)

ㅇ 1990년 La Paz 협정(자유무역지대 통합 일정 가속화)
ㅇ 1997년 안데스 통합체제(SAI) 설립, 사무국 활동 개시
ㅇ 2002년 1월 Santa Cruz 선언(특별정상회의 채택)

- 2002.6.1까지 자유무역지대 공고화 및 완성(페루 제외)
- 2003.12.31까지 관세동맹 완성(페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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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사회개발종합계획 수립, 경제외적인 통합에도 관심 표명
ㅇ 2004.10월 CAN-MERCOSUR간 FTA 체결
ㅇ 2006.9.20 칠레 CAN 복귀

ㅇ 2010.7월 옵서버국가 규정 마련, 2011.8월 스페인 옵서버 가입

ㅇ 2011.7월 리마 정상회의에서 CAN 통합촉진을 위한 기구개혁 합의
ㅇ CAN이 지향하는 ‘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주된 제약요인은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 부재

- EU 또는 MERCOSUR와 같이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적 국가 부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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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시 탈퇴 또는 통합협정 일부를 유보하는
등의 유동적 현상 발생

- 역내 교역 규모가 미미, 자체 통합 진전을 유발하는 동기도 취약

- 일부 CAN 국가들의 미국과의 FTA로 내부 결속력 더욱 약화, 페루는 CAN 기본
협정과 미-페루 FTA 협정문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미-페루 FTA를 우선시할 것이
라고 천명

ㅇ 2018년 CAN 경제지표 :

- 2018년 CAN 4개 회원국간 역내 수출액은 약 89억 불로서 전세계대상 수출액
약 1,193억 불의 7.5% 수준

- CAN 회원국 간 수출 구성비는 콜롬비아(약 31.6억불, 35.5%), 에콰도르(약 24.8억
불, 27.9%), 페루(약 22.6억불, 25.4%), 볼리비아(약 10억불, 11.2%)의 순임.

- CAN 회원국의 전세계 대상 및 회원국 간 수출품목은 주로 원유, 구리, 아연 등
광물과 콩, 동물사료 등 농산물 가공품임.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Lima, Peru

- 주 소 : Av. Paseo de la República 3895, San Isidro, Lima, Peru 15047
- 전 화 : (51-1) 710-6400
- 팩 스 : (51-1) 22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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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 correspondencia@comunidadandina.org

133

제
분
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CEPAL)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경위
ㅇ 1948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설립(Resolution 106(VI))
ㅇ 1984년 업무범위에 카리브 지역도 포함(Resolution 1984/67)

2. 설립목적 및 특징
가. 목적

ㅇ 중남미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경제발전 증진을 위한 활동 조정

ㅇ 역내 및 역외 국가와의 경제관계 강화
ㅇ 역내 사회개발 증진

나. 기구 특징

ㅇ UN 5개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위원회

※ UN산하 지역위원회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유럽경제위원회(ECE),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ㅇ 격년제 회의체 운영

- 격년제로 회원국의 장관급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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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미개최 해에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개최 가능

※ UN 본부에서 개최되며, 주로 UN 주재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

ㅇ 소지역사무소(2) 운영

- 멕시코(멕시코시티, 1951년): 중미지역 담당

- 트리니다드토바고(Port of Spain, 1966년) 카리브 지역 담당

II

ㅇ 사무국 소재지 : 칠레 산티아고
ㅇ 국가별 연락사무소(5) 운영

경

-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리아, 몬테비디오, 보고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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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현황
가.정회원국(46개국) :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앤티가바부다, 에콰
도르, 파나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바하마, 베네수엘라, 페루, 바베이
도스, 그레나다, 쿠바, 벨리스, 과테말라, 세인트키츠네비스, 볼리비아, 가이아나, 세인
트루시아, 브라질, 아이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칠레, 온두라스, 우루과이, 콜롬
비아, 멕시코, 수리남,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노르웨이, 터키
나.준회원국(10개국, 4속령) : 안길라, 푸에르토리코, 아루바, 몬세랏, 카이만 제도, 터크
스 앤 타이코스 제도, 버뮤다 제도, 과들루프 섬, 마르티니크 섬, 신트마르틴, 버진군도
(영국령), 버진군도(미국령), 앤틸리스 제도(네덜란드령), 기아나(프랑스령)

4. 조직
가. 사무국

[소관업무(Mandate & Mission)]

ㅇ 위원회와 부속자문기구 업무 지원

ㅇ ECLAC 설립목적에 의거한 각종 연구, 조사 및 여타 지원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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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및 소지역 협력이나 통합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증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역내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통합, 분석, 배포

ㅇ 회원국 정부의 요청시 각종 자문 제공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
계획·조직·실행

ㅇ 역내 지역 수요와 우선순위에 기초한 각종 개발협력 활동 및 사업 기획 시행

ㅇ 각종 회의 조직과 정부간, 전문가 대상 모임 주관 및 교육 훈련 워크샵, 세미나, 심포
지움 후원

ㅇ 국제 주요문제에 대한 역내 시각 및 입장 반영과 역내 차원의 범세계적 문제 이슈화
시도

ㅇ UN 본부, 산하기구, 정부간 기구와 ECLAC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유사 활동 중복 방지
및 정보교류 보완성 확보 노력

[사무국 조직]

ㅇ 사무총장(제 10대) : Alicia Bárcena Ibarra(2008-현재,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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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기관

ㅇ 카리브 개발 및 협력위원회
ㅇ 남남협력위원회

ㅇ 과학혁신정보통신기술회의
ㅇ 기획위원회

II

ㅇ 미주통계회의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사회발전 지역회의

경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여성 지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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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CLAC 발간 주요 연례 보고서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예비 경제개관(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s)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조사(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s)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거시경제 보고서(Macroeconomic Report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s)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외국인 투자(Foreign Investment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s)

-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투자’ 특집 연구보고서가 2019년판에 수록되었음

ㅇ 라틴아메리카 사회 조감(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제통상 전망 (International Trade Outl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기존의 “세계경제 속 라틴아메리카·카리브(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연간보고서가 2017년부터 위보고서명으로 변경되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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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Latin America and the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Caribbeans)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관심·활동분야
ㅇ 국제 거시경제 및 금융구조의 불균형 타개

-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를 지속적으로 모색

ㅇ 제도 강화

- 효율적이고 건실한 법률시스템과 사회제도 마련

ㅇ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비전 제시

- 성장속의 안정, 경기 선순환, 장기 비전 지향

ㅇ 생산적인 개발전략 이행

- 인프라 구축, 생산형태 변화, 수출다변화, 국가적 혁신시스템 개발

ㅇ 사회적 연계 강화

- 교육, 고용,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사회정책 이행
-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역개발 과정 동참 추구

ㅇ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경제와 환경이 연계되는 의제 추구, 환경 서비스 시장 창출

ㅇ 개방적 지역주의, 시장에서의 약자 보호, 지역기구 역할 강화 등
ㅇ 인적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각국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여름경제학교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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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균등한 국제경제질서 개선 노력
ㅇ ECLAC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WTO,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가 국제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중남미 국가를 포함, 개도국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인식하에 현 국제경제질서에는 불균등한 비대칭 구조가 존재한
다는 시각 견지

ㅇ 이러한 비대칭적 국제경제질서는 생산, 금융 등의 측면에서 중남미지역에 도움이 되기
보다, 오히려 만성적인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사회 내부의 역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

ㅇ 아울러, 역내 취약한 경제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자체 개혁 방안들이

잠재적 또는 현실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조적

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상기 개혁 방안들을 개혁(Reform to reforms)하고 균형
적인 세계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ㅇ 최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역내 역량향상을 위한 혁신을 강조

3. 2019-2020년 추진 업무 프로그램
ㅇ 글로벌 경제 및 통합, 지역 간 협력 연계
ㅇ 생산성과 혁신

ㅇ 거시적 경제 정책과 성장
ㅇ 개발 자금 조성

ㅇ 사회개발과 평등

ㅇ 지역발전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
ㅇ 인구와 개발

ㅇ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 정주
ㅇ 천연자원과 인프라
ㅇ 공공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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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중미,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멕시코의 소지역 단위 활동(종합발전)
ㅇ 카리브해 지역의 소지역 단위 활동(기후변화적응 채무 스왑)
ㅇ 지역적, 소지역 단위 통합 및 협력 프로세스와 조직 지원

ㅇ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발전, 재정, 과학통신, 여성 분야 정부 간 협력
ㅇ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역내 경험 공유

ㅇ 역내 코로나19의 중장기적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코로나19 관측소

ㅇ 코로나19 관련 성장, 무역, 빈곤, 불평등, 장애, 식량안보, 기후변화 보고서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주요 활동
가. 정회원국 가입
ㅇ 2006.10.23

정회원국 가입 신청

ㅇ 2007. 7.27

ECOSOC 이사회(제네바)에서 가입결의안 승인(제44번째 정회원국)

ㅇ 2007. 6. 5

제24차 전체위원회(UN본부)에서 가입결의안 채택

나. 한·ECLAC 협력 MOU

ㅇ 김성환 외교장관, Alicia Bárcena 사무총장 서명 (2012.5.25, 칠레 산티아고)

-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인턴 파견, 세미나 개최 등 ECLAC과의 협력
확대를 규정

다. 한․ECLAC 협력사업 시행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ECLAC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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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관의 역할’ 연구 용역 사업(2001)

ㅇ 한국개발연구원(KDI)-ECLAC 협력사업

- ‘한국경제 60년사’ 스페인어판 번역, 출판(2012)

ㅇ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연구 용역 사업(2005)
ㅇ 한-ECLAC 협력기금사업

- ‘수출 진흥을 위한 장기전략 구축 및 민관 협력 : 한국의 경험’ 연구 용역 사업
(2007)

- ‘중남미지역 물류 및 인프라 연결을 통한 아태지역과의 관계제고 가능성’ 연구 용역
사업(2008)

- ‘아시아-중남미 경제관계의 구조변화’ 연구 용역 사업(2009)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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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CLAC 중남미 경제협력 심층세미나’ 개최(2011.11월, 서울)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비전그룹 활동 지원 연구(2012)

- ‘공공관리 및 개발정책 분야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상호협력 증진’ 연구(2012)
- ‘공공관리 및 개발정책’ 워크숍 개최(2013)

- ‘지역경제통합 동향 관련 고위급 세미나’ 개최(2013)

- ‘투자, 불확실성과 성장’, ‘개발에 대한 다중적 접근’ 세미나 개최(2014)
- ‘한-CELAC-ECLAC 세미나’ 개최(2016, 2017, 2018)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역량강화 국제세미나(2017-2019)

- 지속가능한 수출 발전 연구,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정책, 수출활동의 환경적 영향
감소 전략(2017-2019)

- ‘중남미-아시아·태평양 관측소’ 활동 지원(2017-2019)

- 한-CELAC 중소기업 국제화 협력 프로젝트(CORPYME):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 혁신(2018)

- 중남미 도-농 간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2019)

- CORPYME 프로젝트 : 한-CELAC 중소기업 국제화 협력 프로젝트(2019)
- 전문가 파견 사업

※ 2012년부터 매년 경제·통상분야 한국 전문가 1명을 ECLAC 사무국에 1년간 파견

141

라. 관계부처 직원 및 인턴 파견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농림부 직원(김영만) 파견 근무(1995-1996)

ㅇ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ECLAC 인턴 파견

※ 2020.9월 현재까지 58명 인턴 파견

마. ECLAC 주요 회의 참석

ㅇ 제24차 ECLAC 전체위원회(‘07.6.5, 미국 뉴욕)
- 한병길 중남미국장 및 대표단

ㅇ 제2차 중남미 고령화 국제회의(‘07.12.4-6, 브라질 브라질리아)
-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및 대표단

ㅇ 제2차 ECLAC e-LAC 정보사회장관회의(‘08.2.6-8,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직원 참석

ㅇ 제32차 ECLAC 총회(‘08.6.9-13,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 김성환 외교부 제2차관 및 대표단

ㅇ 에너지 식량 안보에 관한 정보전문가 회의(‘08.9.4-5, 칠레 산티아고)
- 주칠레대사관 직원 참석

ㅇ 제25차 ECLAC 전체위원회(‘09.2.9, 미국 뉴욕)
- 전홍조 중남미국 심의관 및 대표단

ㅇ 제33차 ECLAC 총회(‘10.5.30-6.1, 브라질 브라질리아)
- 최경림 주브라질대사 및 대표단

ㅇ 제26차 ECLAC 전체위원회(‘12.3.28-29, 미국 뉴욕)
- 설경훈 주유엔차석대사 및 대표단

ㅇ 제34차 ECLAC 총회(‘12.8.27-31,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 및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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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7차 ECLAC 전체위원회(‘13.5.28-29, 미국 뉴욕)
- 백지아 주유엔차석대사 및 대표단

ㅇ ECLAC, ALADI, CAF 공동주최 학술세미나(‘13.8.21, 칠레 산티아고)
- 주제 : 라틴아메리카 아태지역간 무역-기회와 도전
- 주칠레대사관 직원 참석

II

ㅇ ILPES 주최 지역개발 전문가회의(‘13.12.17, 칠레 산티아고)
-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참석

ㅇ 제35차 ECLAC 총회(’14.5.6-9, 페루 리마)

경

- 주페루대사관 임종선 공사 및 대표단

제
분

ㅇ 제28차 ECLAC 전체위원회(‘14.5.6-7, 미국 뉴욕)

야

- 한충희 주유엔차석대사 및 대표단

ㅇ 제31차 ECLAC 전체위원회(‘16.4.28, 미국 뉴욕)
- 주유엔대표부 직원

ㅇ 제36차 ECLAC 총회(’16.5.23-27, 멕시코 멕시코시티)
- 주멕시코대사관 직원 참석

ㅇ 제32차 ECLAC 전체위원회(‘17.1.30, 미국 뉴욕)
- 주유엔대표부 직원

ㅇ 제34차 ECLAC 전체위원회(‘19.10.15, 미국 뉴욕)
- 주유엔대표부 직원

ㅇ 제37차 ECLAC 총회(’18.5.9-10, 쿠바 아바나)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대표단

ㅇ 제2차 ECLAC 지속가능발전 포럼(‘18.4.18-20, 칠레 산티아고)
- 주칠레대사관 직원 참석

ㅇ 제9차 ECLAC 통상과 지속가능성 세미나(‘18.7.18-19, 칠레 산티아고)
- 정인균 주칠레대사 및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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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8차 ECLAC 총회(’20.10.26-28, 코스타리카 산호세(화상회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장근호 주칠레대사 및 대사관 직원 참석

바. 주요 인사교류

ㅇ 2006.9 Jose Luis Machinea 사무총장 방한

ㅇ 2012.5 Alicia Barcena 사무총장 방한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참석)

ㅇ 2012.5 김성환 외교장관 ECLAC 사무국 방문(한·ECLAC 협력 MOU 체결)

ㅇ 2018.3 허태완 중남미국장 ECLAC 사무국 방문(한-ECLAC 정책협의회 참석)
ㅇ 2019.5 조영준 중남미국장 ECLAC 사무국 방문(한-ECLAC 정책협의회 참석)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정회원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사업
추진

-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 추진

- 우리는 ECLAC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및 활동에 간접 지원 효과 기대

ㅇ 중소기업 관련 CORPYME 사업과 같이 ECLAC을 활용한 대중남미 중점 협력사업
발굴 지속

ㅇ ECLAC과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경제·통상 전문가, 인턴 파견을 통해 국내 중남미 전문가 육성 및 인적 채널 구축

IV

평가 및 전망

가.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지역 경제사회 발전 유도

ㅇ ECLAC은 유엔의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초기부터 세계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았으며, 중남미 연구에서 권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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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정립

나. 연구방법상의 역사적 구조주의와 이론의 과학화 추구

ㅇ Anibal Pinto, Celso Furtado 등의 학문적 영향 하에 ‘역사적 구조주의’ (Historical
Structuralism) 접근법 시도

- 국가경제는 ‘구조’ 또는 ‘관계’ 속에서 파악 필요

-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발전단계 개념을 불인정하고 서구의 ‘근대화 이론’

II

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중남미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 상황에 바탕을 두고
저개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가 필요

- 중남미 지역경제는 중남미의 구조적 이질성(Structural Hetero- geneity) 개념에
비추어 보아야 이해 가능

ㅇ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제2대 사무총장인 Prebisch와 Sunkel,
Cardoso, Frank, Santos 등의 주도하에 중심-주변(Central-Periphery), 저발전
(Underdevelopment) 등 “종속이론” 확산에도 영향

ㅇ 탈냉전 하에서는 대체로 구체적, 실용적 연구경향을 반영

다. 시대상황에 맞는 신축적인 연구전략을 채택

ㅇ ECLAC의 역대 연구 및 관심 영역을 보면, 중남미의 열악한 현실 타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추이를 시현

- 1950년대: “수입대체를 위한 산업화 전략”
- 1960년대: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개혁”

- 1970년대: “ 사회적 동질성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개발 방식 재설정(Re-Orientation)”
- 1980년대: “경제성장 조정을 통한 외채위기 극복“

- 1990년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생산형태 변화“
- 2000년대: “세계화와 발전”

- 2010년대~2020년대: “불평등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라. 연구영역의 확대

ㅇ 중장기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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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영역에서 국제법, 보건, 교육, 에너지, 문화 등 망라, 인권, 복지, 평화와 안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군축, 해양, 자원, 재난방지, 인도적 지원, 우주과학, 여성, 가족계획, 식품, 미디어와
문화 등

- 연구방법에서도 특정이슈에 대한 집중 분석 유도

마. 향후 전망

ㅇ ECLAC이 정교한 분석, 예측 및 권위 있는 정책 조언 등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DB, OAS 등 역내 주요 기구의 정책결정에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ECLAC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특정 사안, 특정 회원국에 대한 경제사회
정책 조언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 지역 통합 과정에서
학문적 뒷받침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Santiago, Chile

- 주 소 : Av. Dag Hammarskjold 3477, Vitacura

- 전 화 : (56-2)2471-2000/2210-2000/2208-5051
- 팩 스 : (56-2)2208-0252

- W E B : http://www.eclac.org
- e-mail : secepal@eclac.org

146

중미공동시장(CACM/MCCA)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 -

II
I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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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중미 지역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
리카 등 중미 5개국이 형성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ㅇ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불완전한 관세동맹에 불과

ㅇ 중미공동시장(MCCA)은 별도의 지역기구라기보다는 1993년 발족된 중미경제통합
체제(SIECA)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SIECA 사무국에서 관련 업무(경제장관회의
결정사항 이행 등) 수행

2. 설립 경위
ㅇ 1951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은 제

1차 중미기구헌장(산살바도르 헌장)에 조인하여 중미기구(Organización de Estados
Centroamericanos)를 발족

ㅇ 1960.12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은 지역 경제협력
증진 및 경제 통합을 위해 마나구아에서 중미 경제통합 일반협정1)(Tratado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을 체결하고, 관세동맹인 중미공동

시장(MCCA)을 출범

ㅇ 1962.7월 코스타리카 가입
1) 1960.12.13,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체결되었으며, 마나구아 협정(Tratado de Managua)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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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목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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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시장 수립 및 역내 거주민들의 삶의 수준
제고

ㅇ 기능 : 자유무역지대 수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사회간접자본 개선 및 수출 증대,
회원국들의 산업화 노력간 조화

4. 회원국 현황
ㅇ 정회원국(5)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5. 주요 기구
가. 중미경제이사회(Consejo Econo ´mico Centroamericano)
ㅇ 5개 정회원국 경제장관으로 구성

ㅇ 지역 경제통합 및 경제 정책 최고 결정기구

나. 집행 이사회(Consejo Ejecutivo)

ㅇ 회원국별 2명의 대표(1명은 예비대표)로 구성
ㅇ 설립 협정 이행 및 행정관리

다. 사무국(SIECA)
ㅇ 과테말라 소재

ㅇ 중미경제이사회가 임기 3년의 사무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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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
ㅇ 주류와 일부 농산물(설탕, 커피)을 제외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ㅇ 커피와 설탕은 자유무역 예외품목으로 커피에 대해서는 관세, 설탕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 부과 가능

2. 관세동맹 추진 현황

II
경
제

ㅇ 2001. 2. 역외 공동 관세 채택(4개 관세율 부과)

분

- 역내 제품의 경쟁재가 아닌 자본재 및 원자재는 무관세

야

- 역내 제품의 경쟁재인 원자재는 5% 관세 부과

- 역내 제품의 경쟁재가 아닌 중간재는 10% 관세 부과
- 소비재와 기타 재화는 15% 관세 부과

ㅇ 전체 상품의 95%에 대해 평균 6%의 역외 공동 관세 적용
ㅇ 중미 관세동맹 창설을 위한 협상 지속중

3. 무역협정 체결 현황
ㅇ 멕시코와 FTA체결

- 1992년 니카라과(1998년 발효)

- 1994년 코스타리카(1995년 발효)

- 2000년 나머지 3개 회원국(2001년 발효)

ㅇ 1971년부터 EU로부터 관세 혜택 적용(1998년 재확인)
ㅇ 1998년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체결
ㅇ 1999년 칠레와 FTA체결

- 2002년 발효(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2006년 발효(온두라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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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0년부터 미국이 카리브지역에 대한 경제정책 실행(Iniciativa para la Cuenca del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Caribe)으로 섬유 수출관세 특혜 부여

ㅇ 캐나다와 FTA 체결

- 2001년 코스타리카-캐나다간 FTA 체결
- 나머지 회원국은 협상 진행중

ㅇ 2004년 미국과 FTA체결

- 2006년 발효(코스타리카 제외)

ㅇ 2010.5.19 SICA 회원국과 EU간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on) 체결
- 2013.8.1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발효
- 2013.10.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발효
- 2013.12.1 과테말라 발효

ㅇ 2015.2월 과테말라-온두라스 양자 관세동맹협정 체결
- 2015.12월 온두라스 의회 승인
- 2016.1월 과테말라 의회 승인

ㅇ 2018.2월 한-중미 5개국(과테말라 제외)간 FTA 체결
- 2019.10월 니카라과, 온두라스 발효
- 2019.11월 코스타리카 발효
- 2020.1월 엘살바도르 발효

ㅇ 2018.8월 엘살바도르의 추가 가입으로 중미북부 3개국 관세동맹 출범
- 2018.7월 엘살바도르 의회 승인

ㅇ 2019.5월 중미 전자 단일세관신고서(DUCA) 도입

2) 2005년 11월 CACM과 별도로 온두라스-칠레간 개별 FTA 협상 타결, 2006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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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망

ㅇ MCCA 형성 이래로 총 수출량 및 역내 수출량 지속 증가 추세

- 2000년대 후반 이래 국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며,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추세가 다소 지체

< 중미공동시장(CACM) 수출 동향(1990-2017) >
중미공동시장
(CACM)

1990

총 수출액*

4,480

역내 수출액

624

2000

12,290
2,944

2010

23,948
6,970

2014

30,255
9,073

※ 자료출저 : SIECA 통계시스템 (www.estadisticas.sieca.int)

2015

28,043
9,170

2016

(단위 : US$ 백만)

27,989
9,145

2017

30,644
9,436

2018

31,066
9,733

ㅇ 지난 19년간 역내국과의 교역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 비중도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수출시장은 다변화된 반면, 수입은 대미 의존도 약 50%까지로 확대되고, 중미,

중국,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모두 확대되어 이들 4대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에 육박

- 중국 등 역외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중
< 중미 지역의 주요 교역국 >

구 분
수출

수입

2015
2018
2015
2018

CACM
9,170

32.7%

미국

EU

중국

33.0%

13.8%

1.2%

19.2%

33.6%

16.1%

1.6%

17.4%

49.5%

10.1%

13.1%

10.2%

35.2%

8.1%

11.5%

9,260

9,733

10,435

9,746

23,216

10,182

26,080

31.3%
17.1%

13.8%

(단위 : US$ 백만, %)

3,874

5,013

5,727

6,021

344

468

7,462

8,523

기타

총계

5,395

28,043

5,417

31,066

5,826

56,977

23,190

73,996

31.4%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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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멕시코, 캐나다, 칠레, 미국, CARICOM과의 FTA체결에 이어 한-중미 FTA까지 타결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하면서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 추진 가속화

ㅇ EU와의 제휴협정(AdA)이 2013.12월부로 중미 전역에 발효됨에 따라 MCCA의 본래
목적인 공동 시장 형성에 새로운 전기 마련

ㅇ 2015년 체결된 과테말라-온두라스간 관세동맹이 2018년 엘살바도르의 추가 가입

으로 중미 북부 3개국간 관세동맹(중미 역내 인구의 73%(3천 2백만명) 및 역내 GDP의
62.5%(1260억불)을 차지)으로 확장되었는바, 이는 역내 6개국간의 관세동맹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2019년 한-중미 FTA가 부분 발효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됨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2020년 3월부터 중미 내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됨에 따라 중미 내 교역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Guatemala City, Guatemala

- 주 소 : 4a. Avenida 10-25 Zona 14 (SIECA 사무국 내)
- 전 화 : (502) 2368-2151

- W E B : http://www.sice.oas.org/SICA/CACM_e.asp
- e-mail : info@siec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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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

II
I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분

1. 설립 경위
ㅇ 1960.12월 니카라과에서 중미경제통합 기본조약(General Treaty of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체결, 1961.7.4 발효

ㅇ 1985년 중미 세관 및 관세 체제에 관한 협정 체결

ㅇ 1991.12월 SICA 창설 의정서인 테구시갈파 의정서 28조에 의거, 동 기구를 SICA의
경제통합 업무 담당 기관으로 지정

ㅇ 1993.2월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거, 중미경제통합 과정의 기술·행정 조직으로서 SIECA
발족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SICA의 중미경제통합 과정을 기술,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법인 기구
ㅇ 중미경제통합 과정 관련 법적 자문 제공

ㅇ 경제통합 관련 기구가 의뢰하는 연구과제 수행 및 협조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 의제, 방안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과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SICA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ㅇ 경제통합 관련 합의 사항 이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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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내 경제·재무장관 회의 개최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역내 관세통합 및 교역 활성화 관련 기술적 지원

3. 회원국 현황(총 8개국)
ㅇ 정회원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2010),
벨리즈(2010), 도미니카공화국(2013)

※ SICA 회원국 중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합의한 국가들

4. 주요 조직
가. 사무국장(Secretária General)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에서 선출, 4년 임기

-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O) 결정사항 이행 총괄

ㅇ 사무국장 : Melbin Enrique Redondo (온두라스, 17.7.16 취임)

나. 사무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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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IECA는 역내 관세 동맹의 진전, 경제 통합의 완성을 통한 중미 지역의 성공적인 세계
경제 체제 편입을 목표로 SICA 사무국, CARICOM 등 역내 기구와 공조를 강화

ㅇ 관세, CAFTA-DR, 원산지 규정, 분쟁 해결 등 중미 경제 통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각국 통계 자료 제공, 보고서 작성,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지속 전개

ㅇ 2009년 중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외 국가를 경유하여 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에도 생산국의 원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일부 개정

ㅇ 2010.4월 중미 관세정보화 서비스 개통으로 중미 5개국 간 수출, 수입 시와 중미 역외
국가로부터 중미 역내국가로 수입 시에 필요한 통관 서류, 각종 규정, 관세 품목 분류
명세 및 특혜 관세율을 포함한 각종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토록 개선

ㅇ 2010.9월 과테말라가 “중미 관세 동맹 창설 기본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중미 5개 국가
중 3개국(과, 엘, 온)이 비준 완료

ㅇ 2013.12월 중미가 역외지역과 지역 對 지역 차원에서 최초로 체결한 “EU와의 제휴
협정(Acuerdo de Asociacion)”이 중미 전 회원국에서 발효된 바, 동 협정발효가
중미지역 통합 가속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

- 동 협정은 중미지역 관세동맹 진전을 위한 EU측의 다양한 협력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EU는 중미 관세동맹 구축을 협상조건으로 요구

ㅇ 2015.6월 중미관세동맹 창설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한바, 동 로드맵은 중미국 간
완전한 관세 동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 계획은 △무역 원활화 △규정 현대화 및 조화 △제도 발전의 3단계에 걸쳐 추진
될 예정

ㅇ 2015.10월「중미 무역원활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Estrategia Centroamericana

de Facilitacion de Comercio y Competitividad con enfasis en la Gestion
Coordinada de Fronteras)」을 채택한바, 각국의 통관 절차 및 관행의 조화를 통해
역내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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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
제
분
야

ㅇ 2016.3월 경제통합연구센터 및 중미 무역 네트워크(RCAC)를 동시 출범, 지역내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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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기대 (2018년 현재 RCAC에 8천
300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90%가 역내 기업)

ㅇ 2017.6월 과테말라-온두라스간 발효된 관세동맹의 온라인 통관시스템(FYDUCA)
적용 지원, 세관 절차 대폭 간소화

ㅇ 2018.8월 엘살바도르 정부는 중미통합체제(SICA) 사무국에 기존 과테말라-온두라스
간 양자 관세 동맹에 엘살바도르가 가입하기 위한 의정서를 제출

ㅇ 2019.5월 중미 전자 단일세관신고서(DUCA) 발효

ㅇ 2020.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SIECA 간 코로나19 관련 식량 확보를 위한 중미
내 농업무역촉진협약 체결

<중미통합체제(SICA) 내 경제 하부 체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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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Guatemala

- 주 소 : 4a Avenida 10-25, Zona 14, Guatemala
- 전 화 : (502-2) 368-2151/54

- 팩 스 : (502-2) 368-1071/2337-3750
- W E B : http://www.sieca.int
- e-mail : info@siec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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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65.12 카리브 자유무역연합(CARIFTA) 출범을 위한 협정체결

ㅇ 1973.3 카리브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Georgetown Accord 체결
ㅇ 1973.8 CARICOM 설립협정(Chaguaramas Treaty) 체결

- 2001 Chaguaramas Treaty 개정 : 단일경제시장(CSME: 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 추진 및 재판소 설치 등

2. 설립 목적
ㅇ 단일시장(common market) 형성을 통한 회원국간 경제 통합

ㅇ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 강화·조율·조정
ㅇ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대·통합 및 이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공유
ㅇ 역외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제적 독립·효과 성취
ㅇ 회원국간 대외정책 조율

ㅇ 회원국 국민을 위한 공동 서비스·활동의 효율적 운용, 회원국 국민간 이해 제고 및
국민들의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발전 성취 등을 포함한 기능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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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현황
ㅇ 정회원국 : 14개국 1속령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트세랫(영국령),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ㅇ 준회원국 : 5개 속령

- 앵귈라(영국령), 버뮤다(영국령), 버진군도(영국령), 케이만군도(영국령),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영국령)

II
경
제

4. 주요 기구

분

ㅇ 정상회의(Conference of Heads of Government)

야

- 최고 정책수립 기관으로 주요 정책 결정

ㅇ 각료회의(Community Council of Ministers)

-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기구

ㅇ 카 리 브 공 동 체 의 회 ( AC C P : A s s e m bly o f C ar i bb ean C o m mu n i t y
Parliamentarians)

- 각 회원국 의회에서 선출(또는 임명)된 대표로 구성

- 카리브공동체내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각 회원국간 의견 조율

5. 기타 기구
ㅇ 카리브 농업개발연구소(CARDI : Caribbea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ㅇ 카리브 행정발전센터(Caribbean Centre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ㅇ 카리브 환경보건연구소(Caribbean Environmental Health Institute)

ㅇ 카리브 기후변화센터(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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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리브 재난구호단체(CDERA : Caribbean Disaster Emergency Response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Agency)

ㅇ 카리브 교육평가위원회(CXC : Caribbean Examinations Councils)
ㅇ 카리브 사법재판소(CCJ : Caribbean Court of Justice)

ㅇ 카리브 조세행정기구(COTA : Caribb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ors)
ㅇ 카리브 기상기구(CMO : Caribbean Meteorological Organization)
ㅇ 카리브 식량공사(CFC : Caribbean Food Corporation)

ㅇ 카리브 표준기구(CROSQ : Caribbe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ㅇ 카리브 개발은행(CDB : Caribbean Development Bank)

ㅇ 카리브 어업기구(CRFM :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ㅇ 카리브 통신기구(CTU : Caribbean Telecommunications Union)

ㅇ 동 카리브국가기구(OECS :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6. 조직운영
ㅇ 매년 정상회의(7월)와 외무장관회의 개최

ㅇ 개별 협력분야 각료회의 및 각 산하 위원회 운영

ㅇ 현 사무총장 : Irwin LaRocque (도미니카연방 출신, 201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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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회의 결과
ㅇ 제 33차 CARICOM 정상회의 개최(2012.7.4-6, 세인트 루시아)
ㅇ 제 31차 CARICOM 장관 회의 개최(2013.1.14., 가이아나)

II

ㅇ 제 41차 무역경제이사회 특별회의 개최(2013.2.18-19, 트리니다드 토바고)
ㅇ 제 34차 CARICOM 정상회의(2013.7.4-6, 트리니다드 토바고)
- CARICOM 출범 40주년 평가

경

- 카리브지역 경제상황 평가 및 공동의 개발 전략 마련 합의

야

제

- 식민시대 유산(학살 및 노예제도 운영 등) 배상에 관한 후속조치 합의

분

- UN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논의시 카리콤 차원의 공동대응
- UN 무기거래조약(ATT) 서명, 비준, 이행 촉구

ㅇ 제 35차 CARICOM 정상회의(2014.7.1.-4, 안티구아 바부다)
- CARICOM 5개년 전략 계획 승인

- 회원국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성장 아젠더 협의

- 카리브지역 군소도서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Post-2015 개발 아젠더 협의

- 카리콤 배상위원회의 ‘카리브 노예제 배상 프로그램 하 전략 및 운영 계획’ 채택
- 베네수엘라-가이아나 간 영토문제에서 가이아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

ㅇ 제 36차 CARICOM 정상회의(2015.7.2.-4, 바베이도스)

- CARICOM Post 2015 개발어젠다 평가 및 새로운 개발재정지원계획 모색에 관한
기대감 표명

- 유엔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채택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가 환경보호, 국제
기후변화 등의 이슈 반영 계획에 대해 환영 표명

-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 강제추방 등 인권문제에 관한 우려 표명 및 국제사
회의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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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즈-과테말라 간 영토분쟁 관련, 양국의 관계 증진 13개 협력조항 서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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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표명

- 베네수엘라-가이아나 간 에세퀴보 영토분쟁 관련, 베네수엘라 정부에 현 국제법에
따른 영토한계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

ㅇ 제 37차 CARICOM 정상회의(2016.7.4.-6, 가이아나)

- 카리브 소재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로 조명되는 것과 관련 논의를 위한 카리브 외환
거래 지역포럼 구성 및 출범 논의

- 가이아나-베네수엘라 국경분쟁 관련 가이아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지지하며,

벨리즈-과테말라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벨리즈의 주권, 영토보존, 안보를 지지하는

기존 입장 재확인

-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 강제추방 등 관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환기 촉구

- CARICOM-칠레 및 CARICOM-쿠바 관계 강화 논의

ㅇ 제 38차 CARICOM 정상회의(2017.7.4.-6, 그레나다)
- 베네수엘라 사태 공동 대응

- 카리콤 단일시장경제(CSME) 공동체 강화
- 항공 연결성 증진

ㅇ 제 39차 CARICOM 정상회의(2018.7.4.-6, 자메이카)

- 카리콤 단일시장경제(CSME) 공동체 이행 활성화(기술인력 이동 자유화 등)
- 지역 재해 관리 및 복원력 강화(포괄적 재해 관리 마련)

- 지역안보(지역안보기구와 회원국 안보 주무부처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공유)
- 마리화나 이용(마리화나 재분류 필요성 논의 공감)

- 소규모 취약국가 대상 다자통상시스템의 특별 조치 필요

ㅇ 제 40차 CARICOM 정상회의(2019.7.3.-5, 세인트 루시아)

- 카리콤 단일시장경제(CSME) 공동체 이행 계획의 충실한 실행(각국의 국내 법제
반영, 관련 역량강화 노력 등)

- 역내 범죄 대응 및 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기관 및 국제 협력 강화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카리브 과학, 기술, 혁신 통합 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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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긴급 특별정상회의 개최 (2020.5.5., 화상회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화상회의), △방역 대응 물자 확보
공조, △각국의 대응 조치 공유, △완화조치 실시를 위한 기준 마련 등 논의

III

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주요 활동
가. 한-CARICOM 대화협의체 운용 연혁

경
제

ㅇ 한-카리콤 정책협의회

분
야

- 2006.5월 한-카리콤 대화협의체 설립협정 체결

- 2007.1월 한-카리콤 대화협의체 개최 (가이아나)
- 2010.7월 한-카리콤 정책협의회 개최 (가이아나)

- 2012.10월 제3차 정책협의회 추진 중 일정상 무산(FEALAC SOM 계기)

- 2014.10월 한-카리콤 정책협의(실무오찬,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서울) 계기)

ㅇ 기타 고위급 회의

- 2017.2.27. 한-카리콤 고위급 회의(우리측 수석대표: 임성남 1차관)
- 2011년부터 한-카리브 고위급포럼(서울) 연례 개최

나. 한-CARICOM 전자정부(E-Government) 협력사업 추진

ㅇ CARICOM의 전자정부(E-Government) 사업(07년-12년)

다. 한-CARICOM 전자정부(E-Government) 연수 프로그램 시행

ㅇ 2014년 CARICOM 전 회원국 대상의 KOICA 전자정부(E-Government) 연수 특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우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 카리콤 실질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연수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정례화
※ 2014년 8명, 2017년 15명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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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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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정부는 CARICOM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CARICOM에 1백만
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관광,
△전자정부, △농·수산업, △보건 분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 인사 교류

(정부 및 민간 사절단 파견, 초청 연수 등) 및 개발협력 등 추진 검토

IV

평가 및 전망

ㅇ 출범 45년을 맞는 CARICOM은 꾸준히 연례정상회의 및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오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대표적인 역내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됨.

ㅇ 지지부진했던 역내 통합 논의도 최근 제39차 정상회의에서 카리콤 단일시장경제
(CSME) 공동체 관련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카리콤은 향후 카리브 국가들의 역내
통합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관찰됨.

ㅇ CARICOM은 또한 ①카리브지역 재해 복원력 강화(기후변화), ②지역안보 문제(마약

등), ③정보통신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바, 향후 동 분야
활동에 주력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Georgetown, Guyana

- 주 소 : PO. BOX 10827, Georgetown
- 전 화 : (592) 222-0175
- 팩 스 : (592) 222-0171

- W E B : http://www.caricom.org
- e-mail : info@cari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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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맹(PA)
- Pacific Alliance -

II
I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분

1. 설립 경위
ㅇ 2011.4.28.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4개국 정상이 태평양 동맹 설립을 위한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the Pacific
Alliance)”에 합의하여 설립 추진

-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당시 페루 대통령 주도로 추진, 4개국간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여 역내 경제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

ㅇ 2012.6.6.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에서 개최된 태평양 정상회의 계기,

4개국 정상은 “태평양동맹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the Pacific
Alliance, Acuerdo Marco de la Alianza del Pacifico)에 서명

ㅇ 2015.7.20.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이 발효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

2. 설립 목적
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3.1조는 아래 세 가지 목적을 명시

-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경제통합의 장(An area
of deep economic integration) 마련

- 복지,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 구성원들의 사회적 포용 등 달성을 목표로 회원국의
경제적 경쟁력, 발전, 성장 제고

-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적 협력 및 경제무역 통합을 위한
발판(platform)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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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2조는 태평양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1)민주주의,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2)권력분립, 3)인권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신규 회원국이 여타 회원국
들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태평양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3. 회원국
ㅇ 정회원국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 2020.12.11. 콜롬비아가 칠레로부터 의장국 수임

ㅇ 옵서버국(59개국) : 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스페인,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온두라스, 파라과이, 포르투갈,
도미니카(공),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터키,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포르, 트리니다드토바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조지아,
그리스,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웨덴, 태국, 체코, 노르웨이, 슬로

바키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
베니아,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카자

흐스탄 (‘20.7월 기준)

ㅇ 제1차 준회원국 가입 교섭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ㅇ 준회원국 가입 표명국 : 한국, 에콰도르

- 제15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2020.12.11.,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준회원국
가입 교섭국들과 협상 종료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개시에 합의

4. 주요 기구
ㅇ 별도 사무국 조직은 없으며, 4개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수임

ㅇ 정상회의(Presidential Summit),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차관회의, 고위급
(National Coordinators) 회의, 실무급(Technical Group) 회의를 운영

- 정상회의 : 4개 회원국 정상이 회의를 개최하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

- 각료회의 : 4개 회원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으로 구성되며, 태평양동맹 차원의
활동을 승인하는 주요의사결정을 담당 (칠레의 경우 외교통상장관 1명, 여타국은 각
2명)

- 차관회의 : 4개 회원국의 외교차관 및 통상차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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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급회의 : 4개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 실무급회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여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서 준비

- 실무급회의 : 무역 및 통합, 협력, 광업개발, 통신전략, 혁신, 규제개선, 인적이동,
지재권, 중소기업, 대외관계, 서비스와 자본, 재정적 투명성, 관광 등 28개 분야(챕터)
별로 다수의 실무그룹을 운영

II
II

최근 활동 및 동향

ㅇ 2016.5.1., 태평양동맹 무역의정서 (Protocolo Adicional al Acuerdo Marco de la
Alianza del Pacífico, 2014.2.10. 서명) 발효

- 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FTA에 해당하는 무역의정서 발효에 따라 회원국 간 교역

품목의 92%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8%에 해당하는 잔여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

ㅇ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특히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

- 회원국 각국 개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인도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

ㅇ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무역진흥기관(칠레 ProChile, 콜롬비아Proexport Colombia,

멕시코 ProMexico, 페루 PromPeru)이 공조, 해외에서 비즈니스 포럼,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ㅇ 2012.11월 역내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리마선언의 정신에 따라, 멕시코가

콜롬비아 및 페루에 대해 180일내 체류를 조건으로 비자면제를 결정하였고, 2013.5월
페루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 대해 최대 183일간 체류 시 비자면제를 공표

ㅇ 2011년도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통합증권거래소(MILA, Latin American
Integrated Market)를 설립하였고, 2014.12.2. 멕시코 증권거래소도 이에 합류

ㅇ 가나(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콜롬비아, 페루), 모로코(칠레, 콜롬비아),
알제리(칠레,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칠레, 콜롬비아), OECD 대표부(칠레, 콜롬
비아) 등 재외공관을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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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3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2018.7.24.,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 개최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국 선언, 중남미 역내 통합 진전 및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모색 등을 위한 태평양동맹-MERCOSUR 행동계획 수립,

향후 12년간의 태평양동맹 발전 전략을 담은「전략 비전 2030」채택

- 「전략 비전 2030」에서 4대 핵심 협력 분야로, ▲통합 확대, ▲특히 아태지역 진출

강화, ▲디지털 연결성 증대, ▲금융서비스, 사이버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 對민간

협력 확대 등 설정

ㅇ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2019.7.6., 페루 리마) 개최

- 정상선언문(리마 선언)을 통해 ▲회원국간 자유무역체제 수호 의지 표명, ▲2019년
하반기 중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세칙(ToR) 마련, ▲2019년

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차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과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 ▲에콰도르의 신규 준회원국 가입 환영 등 발표

ㅇ 제15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2020.12.11., 칠레 산티아고) 개최

- 정상선언문(산티아고 선언)을 통해 ▲코로나19 협력의지 표명, ▲자유무역·다자
무역체제 지지, ▲2021년 1차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과 협상 마무리, ▲한국·에콰

도르와 협상세칙(ToR) 합의 환영 및 1차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과의 협상 종료 후

협상 개시 등 발표

- ‘성평등 선언’, ‘역내 디지털 시장 발전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선언’ 별도 채택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태평양동맹 옵서버 활동
ㅇ 우리나라는 2013.6월에 제8차 각료회의 계기 옵서버 가입

ㅇ 조태열 제2차관, ‘15.3월 국제전략연구소(IISS) 주최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
회의’ 참석

ㅇ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15.7월 제10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제14차 태평양
동맹 장관회의-옵서버국과의 대화’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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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16.6월 제11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제1차 태평양
동맹-옵서버 국가 간 장관급 회의’ 참석

ㅇ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17.3월 ‘태평양동맹-아태국가 간 고위급대화’
참석

ㅇ 김두식 주콜롬비아대사, ‘17.6월 제12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태평양동맹-옵서버
국가 회의’ 참석

ㅇ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및 김상일 주멕시코대사, ‘18.7월 제13차 태평양

동맹 정상회의 계기 태평양동맹 회원국 및 한국 장관회의 및 태평양동맹 옵서버
장관급 회의 참석

ㅇ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19.7월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태평양
동맹 장관 및 차관회의 참석

2. 한-태평양동맹 협력사업
ㅇ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태평양동맹 협력포럼(2018.12.11., 페루
리마) 개최

- 양측의 개발협력 현황 및 구체 사례, 태평양동맹 측의 협력 관심 분야 및 구체 희망
협력 방안, 한-태평양동맹 협력 추진 방안 등 논의

3.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ㅇ 한-PA 협상세칙(ToR) 협의(‘19.9.7., 칠레 산티아고)
- 협상의 원칙, 범위, 구조 등 전반적인 내용 논의

4. 한-태평양동맹 교역 및 투자 관계
ㅇ 한-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교역은 2019년 약 272억불로 한-중남미 총 교역의 58%를
차지

※ 2019년 교역 규모 : 약 272억불 = 한-페루(30.5억불) + 한-멕시코(171억불) + 한-칠레(52억
    불) + 한-콜롬비아(18.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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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수출 140억불(중남미 53%), 수입 132억불(중남미 65%), 무역수지 8억불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중남미 14.5%)

ㅇ 태평양동맹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19년 당해 연도 약 8억불로 한국의 대중
남미 투자액의 약 8% 차지

ㅇ FTA 체결 현황 : 한-칠레 FTA(2004.4.1. 발효), 한-페루 FTA(2011.8.1. 발효), 한-콜롬
비아 FTA(2016.7.15. 발효)

IV

평가 및 전망

ㅇ 태평양동맹은 옵서버 및 제3국과의 협력전략 구상을 위한 4대 우선분야(과학기술

및 혁신,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육성, 인력이동 및 교육)를 선정, 동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 희망

ㅇ 태평양동맹은 세계 8번째 규모의 경제블록으로서,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국내총생산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태평양동맹 회원국 인구는 2.25억 명
- 일인당 GDP는 구매력지수(PPP) 기준 18,000미불을 초과

-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외환투기 및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고수준
의 외환보유고 유지

-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중남미카리브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서 상위 4위권에 들어
있으며, 기업여건 및 환경에서도 상위를 기록

- 2020년도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 -1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성사 시 한국은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과 기존
체결한 FTA를 개선, 특히 멕시코와는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

- 기존의 양자간 FTA도 역시 효력이 지속되는바, 무역관계 당사자들은 기존의 양자

간 FTA와 한-태평양동맹 FTA 내용을 비교 검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과 조건을
선택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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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남미은행(BDS)
- Banco del Sur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90년대부터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한편, 좌파정권의
득세와 함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

ㅇ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IMF나 세계은행 등 미국주도의 금융질서에 반대,
남미지역만의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미은행 설립 제안
※ 설립연혁
- 2004.8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지역은행 창설 제안
- 2007.2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정상회담에서 남미은행 추진 합의
- 2007.4.16 남미국가공동체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남미은행
창설 제의, 공식 의제화
- 2007.5.22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교·경제장관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에 이어 브라질이 참여의사 확정
- 2007.6.11 남미은행 창설관련 실무회의 개최. 남미은행의 설립목적, 기능 및 조직, 운영방안,
출자금 출연 방식 등 협의
- 2007.12.9 아르헨티나 Cristina Kirchner 대통령 취임식 계기 남미은행 창설문서(Acta
fundacional)에 서명
- 2009.5.8 남미 7개국 경제장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은행 운영을 위한 협정에 최종 합의
* 초기 출연금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각각 20억달러를 출연하고 우루과이,
에콰도르가 각각 4억달러,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각각 2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
- 2009.9.26 남미은행 회원국 정상, 은행설립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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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3 남미은행 설립협정 발효
- 2013.6.12 남미은행 회원국 재정장관 회담
- 2016.12.27. 공식 출범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IMF를 대체하는 남미지역 금융기구
ㅇ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

ㅇ 회원국간 역내 통합 강화 및 불균형 해소(균등한 투자)
ㅇ UNASUR 내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III

ㅇ 회원국 경제위기시 금융지원 및 거시경제 안정 도모

금

3. 회원국 현황(총 7개국)

융
분

ㅇ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야

4. 기능 및 조직
가. 기본조직
ㅇ 본부

:

ㅇ 지역사무소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비아 라파스

ㅇ 운영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 각 회원국의 경제장관으로 구성되며, 남미
은행의 중장기 정책을 결정

ㅇ 이사회(Directorio) :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별로 동등한 투표권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 승인, 총재선출, 금융정책 및 신용업무 집행의 역할 담당

나. 자본

ㅇ 수권 자본 : 200억미불
ㅇ 납입 자본 : 70억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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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자금출자액(납입자본 중)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각 20억 달러(각 20%)
- 에콰도르, 우루과이 각 4억 달러(각 4%)
- 볼리비아, 파라과이 각 1억 달러(각 1%)

다. 운영 방식

ㅇ 각 회원국의 집행이사회 참여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표성 보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부여

II

평가 및 전망

ㅇ 동 은행은 IMF, IDB, World Bank 등 서방 자본에 대해 남미지역 독자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안됨.

ㅇ 그러나, 회원국간 합의 도출 실패로 2004년 남미지역은행 창설에 대한 제안 이후 12년
후인 2016년에야 공식 출범하였고, 자본금도 당초 계획한 2백억불의 1/3 수준인 70
억불에 불과

- 또한, 남미은행은 12개국이 회원인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남미국가연합 회원국들 중 콜롬비아,
페루,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동 은행 설립에 유보적 입장 내지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남미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에 태생적 한계 노정

ㅇ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권 교체 및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인해 중남미
지역은행으로서 남미은행의 행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식적인 실적 및 수치 상당기간
대외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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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BI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

I

개요 및 기구 특징

III

1. 개요
ㅇ IDB는 1959.12월 설립(본부 : 미국 워싱턴)된 미주지역의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

※ 지역개발 금융기구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2010.3월 연차총회에서 2015년까지 700억불
증자를 결정하였고, 현재 자본금 총 1,770억불(2017.12.)
※ 우리나라 출자 비중 : 0.0029%, 투표권 비중 : 0.004%(48개국 중 공동 47위)

- IDB 설립협정상 지분 비율을 미국 30% 이상, 캐나다 4% 이상, 역내 수혜국
50.00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역외국에 할당된 지분은 최고 15.995%에 불과

ㅇ 중남미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 개발과 역내 자유무역 및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차관 및 기술협력 지원 제공

2. 회원국(48개국)
ㅇ 역내국(26, 차입국) :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
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공화국,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ㅇ 역외국(22, 비차입국) :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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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야

3. 주요기관 및 기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가. 총회(Board of Governors)
ㅇ 의사결정기관

ㅇ 48개 회원국 Governor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ㅇ 연례 총회 개최

나.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
ㅇ 집행 및 감독기관

ㅇ 14명의 이사들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
ㅇ 5개 위원회 운영

다. 운영 체계

ㅇ 총재(President) : 총회에서 선출, 임기는 5년

ㅇ 수석부총재(Executive Vice President) : 총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
ㅇ 부총재(Vice President)
ㅇ 각 부서(Departments)

4. IDB 자매기구
ㅇ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구) 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s)

- IDB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협정 체결, 1986년 동 협정 발효 등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1989년 업무 개시

- 회원국 : 45개국

· 역내국(26)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 역외국(19)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중국 등

- 민간섹터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등 지원

※ 우리나라 출자 비중 : 4.68%, 투표권 비중 : 3.9%(역외국 중 3위, 20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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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자투자기금(MIF,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 1993년 중남미 지역의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투자지원을 위해 설립
※ IDB에 위탁운영하며 IDB 사무국은 MIF 공여국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 회원국 : 26개 중남미 역내국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3개 역외국(총 39
개국)으로 구성

- 벤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

※ 우리나라는 MIF 3차 재원보충에 9백만불 출연 의향서를 제출(2018.7월)

5. 역대 IDB 총재

III

ㅇ 1960 ~ 1971 Felipe Herrera(칠레)

ㅇ 1971 ~ 1987 Antonio Ortiz Mena(멕시코)

ㅇ 1988 ~ 2005.9 Enrique V. Iglesias(우루과이)

금
융

ㅇ 2005 ~ 2010 Luis Alberto Moreno(콜롬비아)

분
야

ㅇ 2020.10.1. ~ Mauricio Claver-Carone(미국)

II

최근 활동 및 동향

1. 제54차 2013년 IDB-IIC 연차총회 (2013.3.14-17, 파나마)
ㅇ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구조개혁정책 수립
촉구

-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투자 증대 등의 구조개혁 정책 제시

2. 제55차 2014년 IDB-IIC 연차총회 (2014.3.27-30, 브라질)
ㅇ IDB, IIC의 민간업무를 IIC로 통합시키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연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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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B Group의 민간업무의 개발효율성 극대화, 민간업무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활용을 목표로 함

3. 제56차 2015년 IDB-IIC 연차총회 (2015.3.28-29, 한국 부산)
ㅇ 민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주투자공사(IIC)에 20.3억불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함(NewCo 설립)

ㅇ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담은 2010-2020 기관전략 개정안 의결
-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혁신, 역내 경제통합 제시

4. 제57차 2016년 IDB-IIC 연차총회 (2016.4.7-10, 바하마)
ㅇ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자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종전 15.3% →
2020년 30%)

ㅇ NewCo 출범에 따라 MIF의 사업계획 및 자금충원 등을 기부국(Donors)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5. 제58차 2017년 IDB-IIC 연차총회 (2017.3.31.-4.2, 파라과이)
ㅇ 다자투자기금 3차 재원보충 방안을 확정하고, 2019-2021년간 3억불 목표로 재원조달
일정을 추진하기로 함

6. 제59차 2018년 IDB-IIC 연차총회 (2018.3.23.-3.25, 아르헨티나)
ㅇ 민간협력사업(PPP) 등을 통한 인프라 사업재원 확대방안을 논의

7. 제60차 2019년 IDB-IIC 연차총회 (2019.7.16.-17, 에콰도르)
ㅇ 기존 계획은 중국 청두에서 제60차 연차총회가 2019.3.28.-31간 개최 예정이었

으나, 베네수엘라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이견으로 인해 취소 → 이후 이사회 협의를

거쳐 7.16.-17간 에콰도르 괴야킬에서 개최

ㅇ 재원조달 확충을 골자로 하는 2020-2023 기관전략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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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연차 총회와는 별개로 IDB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9.26.-28간 워싱턴에서 개최
※ 제61차 2020년 IDB-IIC 연차총회는 2020.3.18.-22.간 콜롬비아 바랑키야에서 개최될 예정이
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3.17.-21 개최로 연기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ㅇ 1979.8

최초로 IDB 가입 의사 표명

ㅇ 1994년 이후

IDB가 증자를 실시하지 않아 가입상 어려움 봉착

ㅇ 1980년 이후
ㅇ 2000.12
ㅇ 2002.5

ㅇ 2002년말
ㅇ 2004.11.5
ㅇ 2004.11.9

ㅇ 2004.11.18

III

매년 IDB 연례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

금

IDB내 중미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20만불씩 지원

융

IDB내 콜롬비아 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20만불씩 지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보유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동 포기 지분

확보를 통한 IDB 가입 노력 경주

IDB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승인
IDB 회원국의 동의절차 개시

IDB 총회에서 회원국 46개국 중 36개국의 찬성(투표권의 91%)을

얻어 가입 확정

- IDB는 한국을 IDB의 47번째 회원국, 아시아에서는 일본(1977년 가입)에 이어 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

ㅇ 2005.2.25
ㅇ 2005.3.16

우리나라 임시국회에서 IDB 가입 비준
우리나라의 IDB 가입 서명

- IDB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 및 다자투자기금(MIF)에도 동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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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B 가입 의의 및 기대효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IDB 가입에 따라 한국은 세계 5개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

※ 세계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 : IDB(미주개발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
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ㅇ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IDB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 증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ㅇ IDB 가입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정보교류활성화로 잠재력이 큰 중남미시장
과의 상호 협력 가능성 증대

※ 중남미는 인구 약 6.4억명(전세계 인구의 8.7%), 은(31.8%), 구리(20.5%), 주석(20.9%) 등 천연
자원과 대두, 커피, 사탕수수 등 농산물의 보고

- 특히, IDB를 통해 중남미의 경제·사회 발전, 특히 기술 교류협력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중남미 관계의 심화·발전 기대

ㅇ 한국기업의 IDB 차관 조달시장 참가로 인한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 및 신인도 제고
- IDB 차관 조달시장은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 가능

3. 우리나라의 IDB 지원사업 수주 현황
ㅇ 우리나라는 IDB 가입이후 2005-2015년간 총 6,800만불의 수주 기록
- 2017년 LS전선의 니콰라과 통신설비 사업 660만불

- 2016년 LS산전의 에콰도르 발전소 사업 910만불 등

※ IDB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이 조달시장의 94.76%를 수주하는 등 역외국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

4. IDB 한국 신탁기금 운영
가. 기금 개요

ㅇ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2억 3천만불 규모 신탁기금을 IDB/IIC에 출연

- 지식협력기금(8천만불), 빈곤감축기금(7천만불), 민간섹터개발혁신기금(4천만불),
재정혁신협력기금(4천만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도에 걸쳐 출연 예정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은 IDB/IIC에 귀속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원조국
자격으로 자문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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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펀드별 지원 목적 및 실적

ㅇ 지식협력기금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 역내 기술개발 및 과학혁신 관련 프로젝트 지원, 수혜국의 기술력 향상, 제도의 개선
및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승인실적(2006~2017) : 58.3백만불 승인

ㅇ 빈곤감축기금 (Korea Poverty Reduction Fund)

- 역내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활동, 재난 예방 및
구호 사업 등 지원

- 승인실적(2006~2015) : 47.5백만불 승인

III

ㅇ 재정혁신협력기금 (Public Capacity Building Korea Fund)

-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세제·예산·조달 시스템, 재정사업 관리 등 공공
부문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승인실적(2013~2017) : 40.0백만불 승인

융

ㅇ 민간섹터개발혁신기금(Korea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Fund
구) 중소기업기금 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 4천만불
- 역내 개도국 민간섹터의 개발, 혁신 등에 대한 기술지원

※ 2017년 기재부-IDB 그룹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4개 기금이 IDB 또는 IIC에
지원이 가능(기존: 민간혁신기금은 IIC 프로젝트 수행지원)

- 승인실적(2006~2017) : 21.5백만불승인

IV

금

평가 및 전망

1. IDB의 지속적인 혁신 추진
ㅇ 융자지원 범위가 빈곤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 국가개혁 및 현대화와 경제통합촉진,
정보화·환경개선 부문에까지 확장되는 추세

- 과거 IDB의 융자지원은 주로 농업과 산업 등 생산 부문과 에너지, 운송 등 사회간접
자본 부문 및 보건, 교육, 도시개발 등 사회부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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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사업에 대한 융자액 확대 및 투자융자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 폐지 등으로 인해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채무국에 대한 보다 많은 융자혜택 기회 부여

ㅇ 민간분야 개발 활성화

- IDB 및 IIC간 조직 재설계를 통해 민간섹터 개발은 IIC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투자

-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제3차 다자투자기금에 2019-2021년까지 3억불
재원조달 목표로 추진 중

2. IDB와의 관계 강화
ㅇ 우리나라는 2005년 IDB 가입에 따라 중남미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참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중남미지역과의

공동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호혜적 동반자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ㅇ 따라서 중남미지역 회원국의 경제, 사회개발지원이라는 IDB 설립 이념에 부합하도록
단순히 대중남미 수출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지원과 프로그램 제공 등 우리의 개발협력 확대 필요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Washington, D.C., U.S.A.

- 주 소 : 1300 New 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577 USA
- 전 화 : (1-202) 623-1000
- 팩 스 : (1-202) 623-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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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 webmaster@ia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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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Banco de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III

1. 설립 경위
ㅇ 1966년 안데스지역 6개국(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이

‘보고타 선언’에 근거하여 기구(명칭: CAF(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창설에 합의

금
융
분

ㅇ 1968년 보고타에서 헌장(Convenio Constitutivo) 제정, 1970.1.30. 발효

야

2. 기구 명칭 및 역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ㅇ 당초 안데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금융기관 성격인

CAF는 지속적인 역내 회원국 가입을 독려, 현재 19개국‧13개 은행을 회원으로
보유한 역내 최대 개발은행으로 발돋움

- 최근 전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금융 업무를 진행하며 ‘중남미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으로 영문 명칭 변경

3.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안데스 지역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속적 개발
지원

ㅇ 직접 또는 금융 중개업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산업 현대화를 위한 차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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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다국적 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에서 중장기 대출을 받아 회원국의 경제활동에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기여

- 금융업체 및 대출기관의 다양화와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효율적인 금융자원을 구축

4. 회원국 현황(총 19개국)
ㅇ (정회원국 11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파라
과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ㅇ (준회원국 8개국) 바베이도스, 칠레, 코스타리카, 스페인, 자메이카,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포르투갈

※ 회원국 내 CAF 주식 보유 금융관계기관

		 -	
Banco de Inversion y Comercio Exterior, S.A.(아르헨티나), Banco Central de Bolivia
(볼리비아), Banco Bisa, S.A.(볼리비아), Banco Mercantil Santa Cruz S.A.(볼리비아),
Banco de la República(콜롬비아), Banco DAVIVIENDA S.A.(콜롬비아), Corporación
Financiera Colombiana(콜롬비아), 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에콰도르), Banco
Central de Ecuador(에콰도르), Banco de Guayaquil(에콰도르), Banco de Pacífico S.A.(에
콰도르), Corporación Financiera de Desarrollo(페루), Banco del Crédito del Perú(페
루), BBVA Banco Continental(페루), Scotiabank Perú S.A.A.(페루), Banco Internacional
del Perú S.A.A.(페루), Banco Central de Trinidad y Tobago(트리니다드토바고), Banco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베네수엘라), Banco de Maracaibo(베네수엘라),
BANCARIBE(베네수엘라), Mercantil C.A. Banco Universal(베네수엘라)

5. 조직
ㅇ 주주 회의(Asamblea de Accionistas)

- CAF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연1회 정기 총회 개최(특별사안 발생시 특별총회 개최
가능)

- 이익금 분배, 이사회의 연례보고서와 재정보고 등을 승인

- 주주 회의내 주주는 A(회원국 정부), B(회원국 민간, 공공기관), C(법인, 개인) 종류
로 분류

ㅇ 이사회(Directorio)

- 경제정책 및 재정관련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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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원은 회원국 중 5명을 선출, 3년 임기, 재임 가능

ㅇ 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 1971년에 설립, A 및 B 주주들이 설정한 6명의 대표로 구성
- 주주회의에서 설정한 범위 내 금융 운영 허가

ㅇ 감사 위원회(Comité de Auditoría)

- 1996년 설립, 외부 감사위원 설정 및 계약

- 매년 업무계획, 보고서, 공사 회계보고서 감사 업무

III

6. 재정현황(2019.12.31. 기준)
ㅇ 총 자산 : 42,000 백만불
ㅇ 총 부채 : 27,148 백만불

금

- (부채 구성) 채권(76%), 정기예금(11%), 증권(7%), 대출‧기타채무(6%)

ㅇ 국가별 주식보유 현황(2019.12.31. 기준)

점유율
(%, 2017.12.31. 기준)

점유율
(%, 2019.12.31. 기준)

베네수엘라

16.7

13.5

9.3

13.9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기타

총계

17.8

17.5
8.7

7.7

10.9
8.4

5.2

13.7

19.6

21.9

5.2

100

분
야

주주 국가
페루

융

10.0
100

※ 기타 : 우루과이 3.4%, 파라과이 1.9%, 파나마 6.8%, 멕시코 2.5%, T&T 2.9%, 기타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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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CAF는 각종 기관 및 민간기업 융자 제공을 통해 중남미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하는 명실상부한 역내 최고 개발은행으로 기능

※ CAF는 전체예산의 약 50%를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유사한 성격의 IDB(미주개발
은행)와 인프라 분야만 비교시 3개가량 더 많은 금액을 중남미카리브 지역에 투자하고 있음

ㅇ 인프라 구축, 환경, 사회개발, 공공 정책, 생산성 증대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 역내
개발에 공헌

-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며, 탄소배출 규제·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한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

- 농촌개발, 교육 등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주요 인사교류

ㅇ 2011.12 동반협력사절단(단장 : 중남미국장) CAF 방문 및 부총재 면담

ㅇ 2012.6 CAF 대표단 방한(기재부, 수출입은행, KOICA, 한국환경공단, 한국정책금융
공사 면담)

ㅇ 2012.9 ‘가르시아’ CAF 총재 방한(외교부 1차관, 수출입은행장 등 면담)

ㅇ 2013.9 CAF 대표단(단장 : Hugo Sarmiento 부총재) 방한(한국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투자공사 면담)

ㅇ 2013.10 Luis Enrique Berrizbeitia 수석부총재 방한(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WEC) 참석)

ㅇ 2013.12 장명수 외교부 중남미국장 CAF 방문 및 수석부총재 면담

ㅇ 2018.6 Luis Carranza 사무총장 방한(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ㅇ 2018.9 Antonio Pinheiro CAF 부총장 방한(GICC 2018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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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9 Daniel Rivera CAF 프로젝트 국장 방한(KIWW 2018 참석)

ㅇ 2018.11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CAF 연례 컨퍼런스(콜롬비아) 참가

ㅇ 2019.8 중남미 정부합동 경제협력사절단 인프라 조사단(단장: 황경태 중남미국장)
CAF 방문 및 부총재 면담

나. 금융 부문 협력

ㅇ 2006.4 한국수출입은행-CAF간 2천만불 신용한도 설정
ㅇ 2012.9 한국수출입은행-CAF간 협력 MOU 체결

ㅇ 2013.1 CAF·한국정책금융공사 등 28개 국제금융 기구,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공동성명(코뮈니케) 발표

ㅇ 2017.1 CAF,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 활용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 경제회복 및
성장을 도모 및 펀드 투자확대 등 한국정부 가입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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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럼 개최

ㅇ 2012.9 제1회 Latin America-Korea Investors Forum 개최(서울)
ㅇ 2012.11 제1차 한-베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3.9 제2회 Latin America-Korea Investors Forum 개최(서울)
ㅇ 2013.10 제2차 한-베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4.9 제3회 Latin America-Korea Investors Forum 개최(서울)
ㅇ 2014.11 제3차 한-베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5.11 제4차 한-CAF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6.12 제5차 한-CAF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7.11 제6차 한-CAF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ㅇ 2019.10 제7차 한-CAF 녹색에너지 협력포럼 공동 개최(카라카스)

※ 2019.10 제7차 한-CAF 녹색성장을 통한 중남미카리브지역 에너지·인프라 발전방안 협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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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턴 파견 사업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중남미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CAF
인턴파견 사업 실시 중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CAF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장기 신용등급 A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 Fitch Rating Ltd.(AA-), Japan Credit Rating Agency(AA), Moody’s Investors
Service(Aa3), Standard&Poor’s(AA-)

ㅇ 개발·환경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세미나·포럼 개최 및 지속적 인적교류 실시로
협력 모멘텀 유지

ㅇ CAF 자료에 따르면 CAF는 특히 중남미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IDB 보다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중남미 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 진출시 CAF와의 협력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

- 특히, 우리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CAF 간 협력 MOU를 통해
형성된 양 기관간 협력 공감대를 적극 활용

※ KIND-CAF 협력 MOU: 2018.6월 Luis Carranza CAF 사무총장의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 계기 서명

IV

평가 및 전망

ㅇ CAF는 건전한 자산관리 및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개발은행으로 자리

매김하며 경제발전 및 역내통합을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CAF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평가

ㅇ 특히, CAF는 이제까지의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역내 지원 사업 외에도 환경, 사회개발,

공공 정책, 생산성 증대 등 중남미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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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Caracas, Venezuela

- 주 소 : Ave. Luis Roche, Torre CAF, Altamira
- 전 화 : (582-12) 209-2111
- 팩 스 : (582-12) 209-2444

- W E B : http://www.caf.com
- e-mail : infocaf@ca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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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통합은행(CABEI/BCIE)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경위
ㅇ 1960.12.13 중미 4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을 회원국으로 창설

- 1960.12.13 니카라과 마나과(Managua)에서 체결된 설립협정문(Constitutive
Agreement)에 의거, 설립

- 1963년 코스타리카 추가 가입(창설회원국 자격 취득)

ㅇ 1961.5.8 공식 업무 시작

-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에 본부를 두고 각 창설회원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
- 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총 직원 수: 340명(2020.4월)

ㅇ 1991.9.24 설립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방안으로 역외
국가의 참여를 허용

- 멕시코(1992), 대만(1992), 아르헨티나(1995), 콜롬비아(1997), 스페인(2005), 벨리즈
(2006), 도미니카공화국(2007), 파나마(2007), 쿠바(2018), 대한민국(2019) 차례로
가입

2. 설립 목적
ㅇ 중미지역의 역내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무엇보다도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 노동력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하는 경제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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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중미지역은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1960.12)’의 틀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특화된 금융기관 필요

ㅇ 중미지역에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금융협력 창구로서 중미지역 고용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

- 지역경제통합을 촉진시키며, 균형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환경 보호

ㅇ CABEI는 다자지역개발은행으로서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하여 역외

자본을 유치하고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성장, 사회개발, 역내 협력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III

3. 회원국 현황(총 15개국)
ㅇ 창설회원국(5)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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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내 非창설 회원국(3) :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분
야

ㅇ 역외회원국(7) : 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쿠바, 대한민국

4. 주요 조직
가. 거버너총회(Board of Governors)

ㅇ 거버너총회는 CABE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1명의 거버너
(Governor)과 1명의 교체위원으로 구성

ㅇ 각 회원국의 거버너는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장 혹은 국내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 선임

ㅇ 거버너총회는 CABEI 헌장 개정, 증자 등 주요 정책결정과 기구운영, 조사, 재정결산
등의 사안을 다루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ㅇ 설립협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사회는 은행 운영의 전반을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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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선거로 임명되며, 창설회원국 5개국에서 각 1명, 역내 비창설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회원국 및 역외회원국 4개국 이상에서 각 1명이 임명(이사 임기는 3년으로 재선 가능)
- 역내 비창설회원국 및 역외회원국 이사는 회원국의 출자액 규모에 따라 결정

5. 전략적 목표
ㅇ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개발 달성
ㅇ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과 사회적, 생태적 취약성 완화에 집중
ㅇ 지역금융부분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

ㅇ 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지역수요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원 마련
ㅇ 기관의 효율성 제고

6. 행동지침
ㅇ 지속가능한 개발 및 통합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역통합 심화 노력

- 경제부문별 경쟁력 및 수출잠재력을 갖춘 생산부문의 역내 통합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역내 저축 장려 및 외환 수입증대 추구

- 지속가능한 인력개발 촉진을 통한 생산적 고용 증진, 사회적 취약성 완화 및 빈곤
퇴치

ㅇ 재정구조 건실화

- CABEI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 확보
- 신용등급 제고를 통한 재정자율성 추구
- 신규 역외국 가입 유도

- 유동성 및 지불능력 확보와 지역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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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구 현대화

- 비용대비 효과제고 달성(최소비용 투입 최대효과 거양)
- ISO 9000 인증에 적합한 행정절차 단순화 및 자동화

- 인적자원의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도입
※ CABEI 조직도
거버너총회
이사회
평가실

III

내부감사

서기
금

총재 / 부총재

융
분

전략기획실

기관관계실

법무실

인사실

사회기여기금

준법감시실

신용
관리부

섹터
국가부

재무
관리부

운영
기술부

야

위험
관리부

※ 총재 Dante Mossi(온두라스, 임기 : 2018.12.1.-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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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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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업분야(2018.12월 기준)
가. 사회개발에 기여(2018년 지원금액 334.6백만불, 전체의 18%)
ㅇ 엘살바도르 가족 농업지원 사업(100백만불)

ㅇ 니카라과 도로 개선 및 확장 사업(176백만불)

나. 지역 경쟁력 강화(2018년 지원금액 1,289.6백만불, 전체의 69.3%)
ㅇ 엘살바도르 지속가능한 고품질 커피 생산 사업(83.5백만불)

ㅇ 코스타리카 Tempisque 강 지역의 식수공급 시스템 사업(425백만)

다. 지역통합에 기여(2018년 지원금액 235.6백만불, 전체의 12.7%)

ㅇ 온두라스 Anillo Periferico – Carretera CA-5 Sur - Sur 구간 도로 보수 사업(44.3
백만불)

2. 최근 동향
가. 가입국 확대

ㅇ 2018.7월 쿠바는 50백만불의 가입비용을 지불하고 역외회원국으로 가입

ㅇ 2019.12월 한국은 총 450백만불의 자본금중 첫 번째 쿼터를 납입하여 CABEI 가입
※ 2020-2024년간 기관 전략
ㅇ 주요 목표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 지역 빈곤과 불평 감소
- 세계시장 경쟁 강화

- CABEI 제도 및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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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전략축

- 지속가능한 경쟁력
- 지역통합

-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적 포용
-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 남녀평등

ㅇ 중점 투자 분야

-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 인프라
- 생산인프라

- 농촌개발 및 환경

III

- 에너지

- 경쟁력확보 서비스
금

나. 다자개발금융기관 역할 수행

융

ㅇ CABEI는 2018.12월 기준 총자산 108.47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부터

2018년까지 일반기금 및 신탁기금 등을 활용하여 중미국가들이 추진한 개발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등 중미경제발전에 혁신적인 역할 수행

※ 중미·카리브지역 국가별 총대출(Gross Loan Portfolio per Country, 2018.12월 기준)
ㅇ 온두라스 : 1,414.3백만불(18.9%)

ㅇ 코스타리카 : 1,338.7백만불(17.9%)
ㅇ 니카라과 : 1,253.4백만불(16.7%)

ㅇ 엘살바도르 : 1,167.2백만불(15.6%)
ㅇ 과테말라 : 1,066.0백만불(14.2%)
ㅇ 파나마 : 476.7백만불(6.4%)

ㅇ 도미니카공화국 : 452.0백만불(6%)
ㅇ 벨리즈 : 13.2백만불(0.2%)
ㅇ 쿠바 : 대출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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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말 기준 재무상태(단위 : 백만불)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자산 : 유동자산 3,935, 대출채권 7,239, 기타 자산 218,

ㅇ 부채 및 자본 : 채무 1,160, 기타 부채: 109, 채권 5,512, 주식 3,443.

※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중미지역 투자 비율(2004-2018)
ㅇ CABEI 46%, IDB 35%, WB 19%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한-CABEI간 협력 현황

- 2017.1월 기획재정부-CABEI간 1억불 협조융자 협약 체결

- 2017.1월 국토교통부-CABEI간 인프라분야 협력 MOU 체결

- 2017.4월 한국수출입은행-CABEI간 3억불 전대금융계약 체결

- 2018.2월 한국정부 CABEI 역외회원국 가입의향서(출자규모 4.5억불) 제출
- 2018.2월 CABEI 거버너총회, 한국의 역외회원국 가입승인
- 2018.12월 CABEI 가입의정서 서명

- 2019.8월 CABEI 가입을 위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 2019.10월 CABEI- Korea Week 2019 개최
- 2019.12월 CABEI 역외회원국 가입

- 2020.4월 CABEI, 한국에 아시아 사무소 설립 결정

- 2020.2월 CABEI, 한국 기업으로부터 18만 2천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200만 미불)
구매,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에 기증

- 2020.5월 한국 기획재정부-CABEI간 공여 합의서(5천만불) 서명

196

IV

평가 및 전망

ㅇ CABEI는 중미지역 개발에 특화된 유일한 국제개발금융기구로, 자체 자본금 확충을

통한 중미지역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창구로서의 역할과
역외국가 및 기타 개발금융기관의 중미지역 개발협력 정책 파트너 역할도 수행

ㅇ 현지 사정에 가장 밝은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ㅇ CABEI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활용 등 기관운영에 대한 회원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경상비용 지출을 줄이며, 조직상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 특히, 중미지역 금융기관의 회계절차를 표준화하는 중미 금융 감독 강화 프로
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회원국간의 투명성과 순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

ㅇ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개발금융
기관으로 성장

- 그 결과, 역외국가 및 금융기관들이 CABEI에 대하여 전대금융 및 특별 신탁기금을
제공하고 CABEI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추세

- 2019.9월 S&P는 CABEI의 장기 외화표시채 등급을 AA로, Moody’s는 Aa3, JCR은
AA 등급(2019.3월)으로 책정

ㅇ CABEI는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간
협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개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2019년 한국의 CABEI 회원국 가입으로 CABEI가 주도하는 중미국가 인프라, 에너지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주 소 : Edificio Sede del BCIE, Blvd. Suyapa, Apartado Postal 772, Tegucigalpa Honduras
- 전 화 : (504) 2240-2243
- 팩 스 : (504) 2240-2231
- SWIFT : BCIEHNTE

- W E B : http://www.bc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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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카리브개발은행(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69.10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카리브 지역 16개 국가와 역외 2개 국가가 참여하여
설립 협약 체결

ㅇ 1970.1.26일 카리브지역 금융 중심 기관으로 설립

ㅇ 창립회원 외에도 역내외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카리브지역 금융 중심 기관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조화로운 경제성장 및 발전, 경제협력 및 통합 추구

- 효과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지역 구성국가의 개발 프로그램 지원, 카리브지역 내
무역 활성화 촉진

-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내외의 금융자원 동원

- 지역 및 지역 국가 내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
- 투자 전 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 제안 시 기술적 지원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금융기관 지원

3. 회원국(총 27개국)
ㅇ 역내(Regional)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회원국(BMCs)(19개국)

- 그레나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트리니다드토바고,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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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이티, 수리남, 터크스 케이커스(영국령), 버진군도(영국령), 케이만군도(영국령),
앙귈라(영국령), 몬세랏(영국령)

※ CDB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투표권을 행사

ㅇ 역내(Regional) 자금을 빌릴 수 없는 회원국(4개국)
-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ㅇ 역외(Non-Regional) 회원국(5개국)

-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중국

※ CDB 자금을 빌릴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에 투표권은 행사

III

4. 조직
ㅇ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

금

-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연례 정기총회 개최

- 각 회원국 대표 24명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에서 차기 년도 회장(1명) 및 부회장
(2명) 선출

※ 영국령 회원국(앙귈라, 버진군도, 카이만, 몬세랏, 터크스 케이커스)에서는 통합대표 1명 선출  

- 의장(Chairman of the Board) : Mia Amor Mottley (바베이도스 총리)

ㅇ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CDB 지역 대표 14명, 역외 대표 5명으로 구성
- CDB 일반 정책 및 활동 관리

- 감사위원회 임명(이사회 내에서 4명, 2년 임기)

ㅇ 총재(President):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은행의 실질적
업무 총괄 (현 제5대 총재: William Warren Smith, 자메이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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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회의 결과
ㅇ 제 44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4.5.28-29, 가이아나)

ㅇ 제 45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5.5.20-21, 세인트키츠네비스)
ㅇ 제 46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6.5월, 자메이카)

ㅇ 제 47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7.5.24.-25, 터크스 케이커스)
ㅇ 제 48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8.5.30.-31, 그레나다)

ㅇ 제 49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2019.6.5.-6, 트리니다드토바고)

2. 주요 활동
ㅇ 전략 계획 2020-2024 (Strategic Plan) 수립 (2019.12월 발표)

- 지역내 빈곤감축,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집중

·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전반적·통합적인 접근(디지털전환, 역내 협력 및 통합,
양성평등, 굿거버넌스 향상)

· 연결성 증진(improving connectivity)을 위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 개발을 위한
기관의 역량강화, 디지털 정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 민간부문에 대한 확대된 재정 지원(성평등 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 향상)

· CDB 전환프로그램(transformational programme) 채택하여 △비용삭감
△성장계획 △역량의 최대화 △신속한 신기술로의 전환을 통해 CDB의 구조개혁

· CDB 자원의 유용성과 BMCs에 대한 지원간의 균형(자원 유용성의 증진을 도모
하는 한편, BMCs의 환경적 리질리언스 개발 및 강화를 최우선으로 함)

ㅇ 금융지원 범위

- 농어업 개발, 농촌 발전, 전기 생산, 항만시설 건설, 수도시설, 공항 건설 및 확장,

고속도로 건설, 자유경제지역 및 공단 설립-확장, 관광 개발, 재앙 회복, 자연재해
피해복구, 산림보호, 주거-의료-교육 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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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승인 프로젝트

- 트리니다드토바고 : 농업 · 공업 · 관광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2019.6)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산호초 침식 감소를 위한 기후변화 회복력 향상 프로젝트
(2019.5)

- 바하마 : 신호등 LED 전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2018.12)

- 바베이도스 : 국제공항 확장 및 재건을 통한 인프라 향상 프로젝트(2018.10)

3. 협력관계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 카리브개발은행은 세계은행(WB), 미주은행(IDB) 등 기타 개발은행과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

- 범미주보건기구(PAHO)와 2018.6월 카리브지역 재난관리 부문에서의 정신적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관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하여 관련 강의 및 캠페인 실시

-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지역 국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바,
2019.11월에는 협력 심화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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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카리브국가기구(OECS)와 협력하여 역내 빈곤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기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유엔 산하 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 진행

ㅇ 주요국과의 협력

-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을 통한 역내 재난 피해복구 협력

- 영국과 2018.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카리브지역 인프라(도로, 항구, 에너지·수자원

공급) 개발 파트너쉽 기금설립(3천만 파운드)하여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등에 지원

- 중국은 1998년 CDB의 비지역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 총 은행 지분의 5.58% 소유
· 2017.7월 CDB와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년 CDB는 중국의 인민비를 BMCs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이익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보고서(Chinese Renminbi in the Caribbean: Opportunities

for Trade, Aid and Investment)를 발간한바, 특히 현재 인민비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용 중인 수리남의 예를 통한 카리브 전 지역에 미칠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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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활동
ㅇ 특별한 협력관계 없음

2. 향후 협력 강화 방안
ㅇ CDB는 자체조사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정부(e-Government), △포용력 있는 디지털

사회구현(inclusive digital society) 부문에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으며,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IV

평가 및 전망

ㅇ CDB는 1970년 카리브국가 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

으로 설립되어 근 50년간 △역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자원 개발, △회원국에게
기술지원 제공, △역내 금융기구 지원, △역내 자본시장 발전 도모에 기여

ㅇ 처음 30년 동안 자금부족 및 운영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2001년부터 보다
건실한 지역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은행과 회원국 간 협력관계 강화, △세계은행 등
국제 다자금융기과와 협력강화, △은행의 모든 활동에 대한 운영감사실시, △회원

국의 국가 경제정책을 고려한 은행 정책마련 등 다양한 쇄신정책 실시 후 현재 카리브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재정 및 기술적 자원을 제공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Barbados, W.I.

- 주 소 : P.O Box 408, Wildey, St. Michael
- 전 화 : (246) 431-1600
- 팩 스 : (246) 426-7269

- W E B : http://www.caribank.org
- e-mail : info@cari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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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에너지분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OLADE)
(Organización Latinoamericana de Energía)
- Latin American Energy Organization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아래에서, 1973.11.2 중남미·카리브 26개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 마련 및 에너지 정책 논의를 위하여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갖고, 동 기구

창설에 관한 리마협정(Convenio de Lima)을 체결, 이를 비준함으로써 정식 출범

2. 설립 목적
ㅇ 역내 에너지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회원국에 대한 정치·기술적 지원 제공
ㅇ 역내 통합, 지속가능 개발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

ㅇ 회원국 간 에너지 부문 협력 및 공조 촉진을 위한 자문 제공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총 27개국)

ㅇ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쿠바,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트리니
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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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옵서버국(1개국, País Observador Permanente)
ㅇ 알제리(2001년 가입)

※ 옵서버국은 OLADE 장관급회의 및 기타 공식회의 참가, 각종 자료 접근권, 전문인력양성프로
그램 참가 등 제반 권한 보유(투표권만 제외)

4. 주요 기구
ㅇ 장관급회의(Reunión de Ministros)

- 회원국 에너지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OLADE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연 1회 정례회의
개최

ㅇ 전문가회의(Junta de Expertos)

- 장관급회의와 상설사무국의 자문기구로,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ㅇ 상설사무국(Secretaría Permanente)

- OLADE 집행기구로 장관급회의 결정사항의 집행 담당

IV

- 소재지 : 에콰도르 키토시

- 사무총장 : Numar Alfonso Blanco Bonilla(2017-2019/2020-2022)

에
너
지

5. 상설사무국 구성

분

ㅇ 사무총장실(Secretaría Ejecutiva)

야

ㅇ 에너지통합과(Dirección de Integración, Acceso y Seguridad Energética, DIN)
- 역내 에너지 통합·안보, 역량강화·협력, 에너지정책 개발 등

ㅇ 연구프로젝트과(Dirección de Estudios, Proyectos e Información, DEP)
- 에너지 통계·DB, 연구·분석, 전망보고서 제공 등

ㅇ 지속가능에너지과(Dirección de Desarrollo Energético Sostenible, DES)
- 지속가능개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탄소배출감소 등

ㅇ 재무행정과(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Servicios Compartidos y Finanzas,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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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활동 및 동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활동
ㅇ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사업 진행(2012-2017)

-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 목적으로 9,200,000 캐나다달러 지원,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ㅇ ‘15.11월 UNASUR 남미 에너지포럼 계기 역내 석유, 가스, 바이오연료 기업 연합회
(ARPEL)와의 협력 MOU 서명

- OLADE 및 ARPEL 주도하 27개 회원국 에너지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역내 협력
사업 진행(협력 프로젝트, 연구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ㅇ ‘17.9월 미주기구(OAS)와 협력체결 :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역 통합의 공동 목표

ㅇ ‘18.8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 신재생에너지 포럼
개최

ㅇ ‘18.5월 일본 에너지경제 연구소(IEEJ)와 지역 통합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정치, 경제,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상호간 지식, 역량 교류

ㅇ ‘18.3월 제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참석

-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여 OLADE의 활동 발표, 역내 기관들과 협력

ㅇ IDB와의 협력 사업

- ‘16.2월 100만불 규모 IDB와 무상원조협력 MOU 체결, “안데스 국가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수력발전을 통한 대응 방안” 연구 사업 진행

ㅇ 오스트리아 개발 원조 기관과의 무상원조 협력 사업

- 정부 및 민간기업의 에너지 효율제고 정책 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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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별 활동
■ 기술 원조

ㅇ 석유 및 전력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기술원조 제공

- 중남미·카리브 소규모 국가에 대한 에너지 정책 및 규제 정책 연수 제공,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재생에너지/클린 에너지 활용 장려 등

- ‘18 가이아나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

· 3개의 마을에서 2,375명의 주민이 전기 공급 혜택을 받음

■ 남-남 협력 강화

ㅇ 여타 지역 개도국 국가와의 에너지정책 이행 관련 협력, 경험 및 최적 관행 공유,
전문가 교류 등

- ‘18.7월 칠레-우루과이 정부 기관 남남협력 지원

■ 에너지 정책수립 관련 역량 강화 사업

ㅇ 역내 에너지 관련 지식창출 및 경험공유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에너지 역량
강화 지식네트워크”(CapevLAC) 구축

IV
에

ㅇ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너
지

ㅇ 에너지 정책 소개 지역 워크숍 개최 등

분

ㅇ ‘17.6월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으로 사내 통계 프로그램 sieLAC을 활용하여 카리브해
국가 에너지 통계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18.7월 수리남 에너지 통계 역량 강화 워크샵
- ‘18.8월 가이아나 에너지기관 워크샵

207

야

III

우리나라와의 협력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1. 주요 활동
가. 인턴 파견

ㅇ 2009년부터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해 OLADE 사무국에 매년 인턴을 파견

- 2009년부터 2020.8월 현재까지 총 18명 파견

나. OLADE 주최 회의 참석

ㅇ 제2차 중남미 카리브 전력세미나(코스타리카, 2012.9.4-5)

ㅇ 제7차 OLADE 지역에너지 통합포럼(페루, 2012.11.12-13) 등

다. 상호 방문

ㅇ 2009.9.2. 카를로스 플로레스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주최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참가

ㅇ 2011.3.11. 중남미에너지인프라사절단(단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OLADE 상설
사무국 방문

IV

평가 및 전망

ㅇ OLADE는 중남미 최대 에너지통합기구로서 역내 에너지자원 프로젝트 개발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연례 에너지 장관급 회의 등 동 분야 특화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중남미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상당 기여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관련 소규모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원조 및 역량강화 사업 중심의 활동 지속
전망(회원국 간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다만 강제 권한 없이 자발적 협력에 의지하는 국제기구의 특성상 베네수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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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등 각종 부존자원과 관련한 역내 회원국 간 이익 충돌 시 이를 조정·관리하는
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ㅇ 향후 한-중남미 간 에너지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 지역
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Quito, Ecuador

- 주 소 : Av. Mariscal Antonio José de Sucre N 58-63 y Fernández Salvador Edif. OLADESector San Carlos, Quito, Ecuador
- 전 화 : (593-2) 2598-122, 2598-280
- 팩 스 : (593-2) 2531-691

- W E B : http://www.olade.org
- e-mail : olade@olade.org

IV
에
너
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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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카리브석유동맹(PetroCaribe)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2005.6.29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즈(Puerto La Cruz)에서 카리브 석유동맹
(PetroCaribe) 창설

ㅇ 2013 석유를 넘어 경제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위해 카리브 석유동맹(PetroCaribe)과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연결 합의

2. 설립 목적
ㅇ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국가들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안보, 빈곤퇴치, 식량안보 및 공정무역을 목적으로 설립

3. 회원국 현황
ㅇ 회원국 : 17개국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 2005년 창설당시 회원국(14):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수리남, 베네수엘라
※ 2007년 이후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추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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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과테말라 탈퇴(자국이익 감소 감안), 2017년 벨리즈 탈퇴(PDVSA 석유공급 불안정
문제)

4. 회원국 혜택
ㅇ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하루 18만 5천 배럴까지 원유 구매 가능
ㅇ 회원국들은 원유구매 대가의 30%~70%를 90일 이내에 베네수엘라에 지불
- 구체적인 비율은 배럴당 원유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ㅇ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40불을 넘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25년 만기, 1% 고정이자율로 상환 가능

- 현금 대신 등가의 용역이나 물품으로도 상환 가능

II

IV

주요 활동

1. 주요 회의
에

ㅇ 제7차 PetroCaribe 정상회의 개최

너

- 일시 및 장소 : 2013.4.6.,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지

- 2009년 쿠데타 발생이후 유보되어 온 온두라스 가입국 지위 재개 의결, 과테말라
가입 의결

- PetroCaribe 가입국과 ALBA 가입국간 새로운 경제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 수준
제고, 관광, 항공, 식량안보 관련 협력 논의

ㅇ 제8차 PetroCaribe 정상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6.30., 니카라과 마나구아

- PetroCaribe ‘경제구역(Economic Zone)’ 연구를 위한 이행계획 및 관련 조항 비준

- 동부 카리브지역 발전에 관한 제안서 중 PetroCaribe 가입국 간 항공 운송 협력 강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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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9차 PetroCaribe 정상회의 개최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 일시 및 장소 : 2015.5.6., 카라카스

- 국제유가 급락 및 하락세 지속 전망 관련, 기존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고
PetroCaribe 가입국의 개발 및 무역 증진을 위한 원유 공급 금융지원 사업 지속
이행 카리브지역 인민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고, PetroCaribe 가입국 간
통합과 우호 증진을 촉진함으로써, PetroCaribe가 ‘평화지대(Peace Zone)’임을
재확인

-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개발 금융지원 및 생산력 증진을 위한 ALBA 카리브
기금 확대지지

ㅇ 제10차 PetroCaribe 정상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9.5., 자메이카

- PetroCaribe ‘경제구역(Economic Zone)’기본 틀 안에서 가입국 간 항공 및 해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의지를 재확인

- 마두로(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제안한 카리브지역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수립 결의

※ 카리브지역 10개년 종합 개발계획 △PetroCaribe 가입국 간 경제권 통합, △에너지안보
강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지원 요청을 통한 동 지역의 기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창출, △자연재해에 대한 시민보호시스템 설립 등 크게 4가지로 구성

ㅇ 제15차 외교장관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6.5.16., 카라카스

- PetroCaribe 경제구역(ZEP, Zona Económica Petrocaribe) 추진, 회원국내 가스
분배를 위한 공공회사 설립 등 논의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2016-2018간 PetroCaribe 정상회의 미개최하는
등 PetroCaribe 기능이 상실, 실적 및 수치 등 대외자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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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가 및 전망

ㅇ PetroCaribe는 핵심 석유보유국인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카리브 지역 국가들간
반미-좌파 연대의 상징으로서 기능

※ 지난 13년간 PDVSA는 356백만배럴의 석유를 PetroCaribe 회원국들에 공급

ㅇ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석유생산량이 급감하면서 PetroCaribe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 2016-2018간 정상회의 미개최, PetroCaribe 경제구역(ZEP) 및 PetroCaribe-ALBA/TCPCARICOM-MERCOSUR 등에 대한 논의도 답보 상황

ㅇ 베네수엘라는 PDVSA가 기존에 공급해오던 PetroCaribe 회원국들에 대한 석유수출
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2018.6월)

- 이에 따라, 앤티가바부다, 벨리즈, 도미니카 연방,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군소 국가들은 큰 타격 예상

ㅇ 베네수엘라 석유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PetroCaribe는 베네수엘라 경제

IV

ㅇ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 및 COVID-19 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은 지난 50년

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역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래 최대의 △원유 생산량 감축, △정유공장 가동 중단, △국내시장에 가솔린 부족
현상 발생, △원유수출 제한, △원유저장소 부족현상 초래 등 문제가 증폭되어 생산량
지속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PetroCaribe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2020.6월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1943년 이래 최저인 379,000bpd를 기록하고 있고, 생산량
중단의 주요원인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원유 수출량 감소 → 국내 저유소 원유 저장용량 한계치
초과(약 70백만 배럴) → 생산량 중단 등 연쇄적인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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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분야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 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OAS의 모체인 범미연맹(Pan American Union)은 회원국간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복지향상, 기술개발을 목표로 1942.10.7 미주농업과학기구(Instituto

Interamericano de Ciencias Agrícolas, IICA) 설립에 합의하고, 코스타리카에 본부

설립

ㅇ 1948년 OAS가 창립되면서 그 산하 전문기구로 편입
ㅇ 1964년 OAS 21개국이 IICA 회원국으로 가입

ㅇ 1979년 미주농업협력기구(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IICA)로 명칭을 개칭하고 농촌진흥 및 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촉진
지원을 규정한 새로운 협정 체결

-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미주농업이사회(Junta Interamericana de Agricultura,
JIA) 설립

- 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위주의 연구기관에서 점차 농업기술협력기관으로 발전

2. 설립 목적
ㅇ 농업 발전과 농촌의 복지향상 및 기술개발

ㅇ 농업 비즈니스의 개발과 산업화, 관련 통상정책
ㅇ 첨단기술 및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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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ㅇ 정보화 및 통신 개발
ㅇ 교육 및 훈련

ㅇ 식량 안보 및 식품위생

ㅇ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34) : 코스타리카,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
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과테말라, 기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나. 옵서버(19) :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중국,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루마니아, 러시아, EU, 네덜란드
다. 협력국(1) : 스페인

V

4. 역대 사무총장

기

ㅇ 초 대 1942-46 Earl N.Bressman(미국)

타
분

ㅇ 제2대 1946-60 Ralph H. Allee(미국)

야

ㅇ 제3대 1960-66/1968-69 Armando Samper(콜롬비아)
ㅇ 제4대 1966-67/1969-70 Carlos Madrid(콜롬비아)
ㅇ 제5대 1970-82 Jose Emilio Araujo(브라질)

ㅇ 제6대 1982-86 Francisco Morillo(베네수엘라)
ㅇ 제7대 1986-94 Martin E. Piñeiro(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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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8대 1994-2002 Carlos E. Aquino(도미니카공화국)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ㅇ 제9대 2002-10 Chelston Brathwaite(바베이도스)
ㅇ 제10대 2010-18 Victor M. Villalobos(멕시코)

ㅇ 제11대 2018-2022 Munuel Otero(아르헨티나)

5. 주요 기구
가. 미주농업이사회(Junta Interamericana de Agricultura, JIA)
ㅇ 34개국 농무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관리기구, 2년마다 개최
ㅇ 집행 기구에 정책방향 제시 및 2년 단위 예산 책정

ㅇ 일반 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기반으로 4년 단위의 MTP (Medium Term Plan) 수립

나. 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ㅇ 12개 회원국으로 지역 분포에 따라 구성, 매년 윤번제로 회의 개최
ㅇ 집행 기구의 활동 검토 및 평가

다. 집행 기구

ㅇ 일반이사회(Dirección General)

- IICA의 주요 집행기구로서, 기술 및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IICA의 활동을 집행하는
역할 주도

ㅇ 특별관리 자문위원회(Comisión Consultiva Especial para Asuntos Gerenciales)

- 지역 분포에 따라 윤번제에 의한 9개 회원국으로 구성, 회원국간 대화를 돕는 최고의
자문기관

- 일반이사회 주도하 미주 농업이사회 결의문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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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및 동향

ㅇ 세계 경제동향을 반영하여, 농업의 전략적인 역할을 찾고 21세기 목표에 맞는 IICA의

리더십을 찾는데 노력 경주. 특히 기술혁신, 기후변화, 식량안보 분야를 중점으로,
생산성(Productivity), 지속성(Sustainablity), 형평성(Equity)의 세 요소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농업(the New Agriculture)’을 지향
- 2000.6월 제 30회 IICA 총회(토론토)

· OAS는 미주농업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관으로 승격

- 2001.4월 제 3회 미주정상회담(퀘벡)

· ‘2003-2015 농업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전략적 행동강령’을 발표, IICA의 역할을
농업 관련 기술 협력 및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시켜 농어촌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

· 동 회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미주농업장관회담에서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과 혁신 등 핵심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키로 합의

- 2003.11월 제 2차 미주농업장관회의(파나마)
· ‘Plan Agro 2003-2015’ 체결

· 미주지역 농업 및 농촌생활의 개선을 통해 UN새천년민주계획의 목표인 빈곤
감소에 이바지하기로 합의

- 2007.10월 CAC(중미농업이사회) 중미농업장관회담(과테말라)

· BCIE(중미경제통합은행), FAO(UN식량농업기구) 등과 공조로 미주 각국의 보건

정책, 농업경영, 영세농가 지원 방안 등을 망라한 ‘Regional Policy for 2008-2017’
수립에 참여

- 2009.10월 제 5차 미주농업장관회의(자메이카)

V
기
타
분

· ① 농업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 ②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를 위한 농업기여도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과 효과적인 천연자원 활용을 위한 능력 배양 ④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전략 개선을 2010-20년 4대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2010-14년 중기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

- 2010.1월 제10대 Victor Villalobos 사무총장 취임식

· 미주농업기구의 4대 목표를 ①역내 농업 교역 확충, ②지역 협력을 통한 각국의
농업 발전 도모, ③안전한 식료품 제공을 위한 농업 개발 및 ④환경 보호와 농업
개발의 병행을 위한 노력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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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월 국제기관들 및 아이티 농업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아이티 지진 재난
후 농업 복구 및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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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월 제 6차 미주농업장관회의(코스타리카)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FAO와 농식품 가격상승과
변동성을 미주지역 주요의제로 설정, 공동연구 진행에 협의

- 2012.3월 FAO 중남미지역회의(아르헨티나)

· 식량안보, 농촌개발, 빈곤퇴치, 기후변화, 자원 활용, 자연재해 대응 등에 대한 4년
간의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FAO-IICA 양해각서 체결

- 2012.6월 제 42차 OAS 총회(볼리비아)

· ①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분야 투자확대 ② 효율적이고 투명한 농업시장 개발 ③ 중소
규모 농업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틀 마련 ④ 농산품 자유무역 지향 ⑤ 취약

계층을 위한 농산품 접근성 확대 ⑥ 농산품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개발 ⑦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 및 음식과 영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 전략계획 발표

- 2013.9월 제 7차 미주농업장관회의(아르헨티나)

· ① 회원국 농업부의 역량강화 ② 농업용수의 통합관리방안 모색 ③ 농업분야 효율적
물 자원 활용 개발 ④ 인적자원 교육 및 훈련방안 탐색 등의 주제 논의

- 2015.10월 제 8차 미주농업장관회의(멕시코)

· 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②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농업 ③ 농업분야 연구·기술
개발 기관 확충 ④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절차 간소화 ⑤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주제 논의

- 2017.11월 제19회 미주농업이사회의(코스타리카)

· ① 무해 식품 기준마련 ② 농산품 무역환경 개선 ③ 무역 투명성 제고 ④ 농업분야
개발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주제 논의

- 2018.5월 제 35차 남미농업이사회의(파라과이)

· ① 역내 14개국 식량안전 및 기후변화 정책 검토 ② 농산품 무역 활성화 방안 ③
농업분야 투자정책 분석 등

- 2019.7월 제40차 집행위원회의(코스타리카)

· 20개국 대표단이 참석, 미래 농업을 위한 ① 농업 4.0 ②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 측면에서의 현대화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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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월 제10차 남미농업이사임시회의(우루과이)

· ① 디지털 시대에서의 농촌지역을 위한 기회 ②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③
미래 무역을 위한 위생 및 품질관리 등 논의

- 2020. 4월 미주 34개국 농업장관회의(코스타리카)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① 미주
대륙 내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② 농식품 생산부분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 ③ 회원국 내 관련 기관간 역할 강화 ④ 농업전략 및 공공정책

구축 필요성 ⑤ 농업부분의 첨단기술 도입 및 혁신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의 주제
논의

III

평가 및 전망

ㅇ IICA는 회원국간 농업기술협력을 통해 중남미의 만성적 사회문제인 빈곤퇴치 해결을
도모하며, 농업발전에 중심적 역할 수행

ㅇ 농산품 시장개방, 국제 농산품 가격 인플레이션, 지구 온난화 등 세계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ICA는 미주지역 농산품 생산,
수출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강화 및 기술협력에 역점을 두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최근 농업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천연자원, 농업관광, 여성인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

V

협약(UNFCC),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과의 공동

기

ㅇ 2018.9 T20 정상회담 본 회의에서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지역별

야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농업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R&D, 무역 프로세스 개선,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

ㅇ 2018-2022년 IICA의 중점사업분야를 바이오경제, 농업생산성 향상, 토지개발, 무역

확대,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위기 대응, 농축산 위생, 식품안전으로 선정하였으며,
양성평등, 청년인력개발, 기술혁신, 농촌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을 발표함. 특히,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의 농촌진흥 및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며, 중미통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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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A), 중미경제통합 상설사무국(SIECA),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유엔여성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개발기금(UNIFEM)의 동의를 공식화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농업분야 재활성화 전략 확립,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 바이오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수급변동에 따른 작물별 생산전략 및
전망, 미주 식량안전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농업 등 다각적 노력

ㅇ 2018년부터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MICIT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바이엘(Bayer)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역내 농업분야 과학기술 및 혁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환경보호, 소규모 생산자 보호 및 교육 등 다방

면에 걸친 협력 지속

ㅇ 농촌지역 기술화를 이루는 농업 4.0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개발을 위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for Development(PAD))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 과학적 데이터,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ㅇ 경작지에 따른 작물 선택 등 농업의 기본적 결정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응용을 위한

디지털화 및 회원국 대상 농업용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지원 방안 모색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식량안보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의 일반화와 신속한 기술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농업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
노력

ㅇ 2020 집행위원회는 5개 주요 프로그램 관련 ① 생물다양성, 바이오상품, 바이오 정제소,

바이오기술 적용, 에코시스템 서비스 및 가치산업 증대를 통한 바이오경제 및 생상성

개발 ② 자급자족 위주의 가족중심 농업과 지역판매 위주의 중남미 농업현실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토지개발 ③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적 수급 불안정성 극복대책 마련, 위생안전 강화로 질병 및 역별 예방을 통한

잠제적 위험성 완화 ,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상품 개발을 통한 무역 확대 ④ 농산품·

농식품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시스템 도임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위기 대응 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 촉진, 비용절감, 더욱 효과적인 위생
관리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농축산 위생 및 식품안전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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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1981.4.22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

ㅇ 2007.10월 제11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서울)에 Julio Paz IICA 정책교역국장
참석

- 동 국장은 중남미 농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한·중남미 농업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

ㅇ 2013.9.24-27 제17차 미주농업회의 총회(아르헨티나)에 한국 농촌진흥청 대표단 참석

- 대표단은 총회 참석계기에 한-라틴아메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설명

회를 개최하고, Villalobos IICA 총재를 예방하여 IICA의 KoLFACI 옵서버 참여를

요청

ㅇ 2014.9.15.-17 KoLFACI 출범행사(서울)에 James French IICA 농업비즈니스 상업화
부장 참석

ㅇ 2015.6.30.-7.4 KoLFACI 기획회의(깔리, 콜롬비아)에 Luis Condines IICA 콜롬비아
지소장 참석

ㅇ 2016.8.8-8.10 KoLFACI 기획회의(페루)에 IICA 총재 참석

V

ㅇ 2016.11.30-12.1 KoLFACI 제2차 총회(엘살바도르) IICA 총재 참석

기

V

타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 방안

분

ㅇ 중남미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우리농업의 체질개선, 신품종개발 모색을 위해서는
농업경쟁력강화, 기후변화와 관련한 농업협력, 농업신기술개발, FTA와 농업분야,

식품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IICA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세계 기후변화 및 국제 안보상황 급변시 중남미지역을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급지로 활용 가능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농업강국와 협력강화, 대규모 농업투자단지 조성 추진

ㅇ 농공학자, 수의사, 농경제학자 등 농업 분야 전문가 및 인턴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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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ㅇ 한-라틴아메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출범(2014.9.15.)에 따라 IICA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와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파견 등 농업분야 협력증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KoLFACI는 2014년부터 중남미 12개국을 대상으로 벼 생산성 네트워크 구축, 카카오

농장 우수경영모델 개발,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필요한 유기자원 확보와 양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기계이앙 시스템 구축, 토양재배환경 개선, 중남미 원예
작물 수확 및 품질관리 선진화 모델 구축, 토양환경 조사시스템 구축 등 기술과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방안 모색가능

ㅇ 2020.8월 현재 KOICA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①파라과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새마을
운동사업 ② 파나마 연수생 프로그램 및 지식교류사업 ③ 과테말라 Chimaltenango

내 Corredor Seco 지역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IICA가 중점
사업으로 언급하는 농업 기술화(농업 4.0) 부문 강화를 위해 KOICA의 전문가 파견 프로
그램을 포함한 농촌개발사업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San José, Costa Rica

- 주 소 : 600 m. Norte del Cruce Ipis-Coronado
- 전 화 : (506) 2216-0222
- 팩 스 : (506) 2216-0233

- W E B : http://www.iica.int
- e-mail : iicaha@iic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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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OTCA)

(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 Organização do Tratado de Cooperação Amazônica -

I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ㅇ 1978.7.3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8개국 정상 아마존협력조약(ACT, Amazon Cooperation Treaty) 서명

ㅇ 1995년 8개 회원국은 아마존 지역의 친환경적이며 조화로운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

- 2002년 브라질리아(Brasilia)에 상설 사무국 설치

V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아마존지역 자연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 도모

ㅇ 세계 최대의 자연 보고로 알려진 아마존 지역의 보존과 함께 향후 아마존 지역 근접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추구

3. 회원국 현황(총 8개국)
ㅇ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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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구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가. 외교장관회의(Meeting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ㅇ 각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통의 의견 합의를 위한
기본 조항 설립, 아마존 개발 사업의 평가 등 수행

ㅇ 회원국 중 최소 4개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에 앞서 아마존협력이사회(Amazon Cooperation Council)를 개최

나. 아마존협력이사회(Amazon Cooperation Council)
ㅇ 회원국 외교부 고위관리들로 구성

다. 아마존협력이사회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ssion of Amazon Cooperation
Council)
ㅇ 브라질리아 주재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

라. 상임국가위원회(Permanent National Commissions)

ㅇ 외교장관회의 및 아마존협력이사회의 결정 사안들을 시행하는 위원회

마. 아마존특별위원회(Special Amazon Comission)

ㅇ 지역별 환경, 보건, 과학기술 등 관련 문제점 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5. 사무국 구성
ㅇ 사무총장 : Maria Alexandra Moreira Lopez(前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 장관)

ㅇ 사무차장 : Carlos Alfredo Lazary Teixeira(前 주에콰도르브라질대사, 前 주페루
브라질대사)

ㅇ 환경업무조정실(Coordinating Office for the Environment)

- 아마존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15개 지속 가능한 지표 조사,
아마존 산림 구역, 아마존 열대우림지역 개발 및 보존 관련 규범 제정 및 적용 등

기능 담당

226

ㅇ 보건업무조정실(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 말라리아, HIV/AIDS, 결핵 등 아마존 지역에서 집중 발생하는 유행성 전염병 예방
및 ACTO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

- 주요 기능은 ACTO 회원국간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개최 및 사회적 예방 보건 프로

그램 수립,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 수행, 아마존협력이사회

조정위원회(CCOOR)에 관련 월별 보고서 제출 등

ㅇ 과학, 기술 및 교육업무조정실(Coordinating Office for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 아마존 지역의 과학, 기술 및 교육 관련 현안 협의

- Amazonian Editorial Fund, Amazonian Parliament 프로젝트의 활성화 추진

ㅇ 관광, 운송, 인프라, 및 통신업무 조정실(Coordinating Office for Tourism,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

- 아마존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의 관광 개발 사업 추진

- 아마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관광 자원의 개발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이의 균형을 추구

- 무분별한 산림개척, 이에 따른 물과 자원의 오염 및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과 아마존 지역 거주민의 복지 향상 및 관광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 도모

ㅇ 토착민 문제 조정실(Coordinating Office for Indigenous Affairs)

- 2005년 11월 페루 이키토스에서 열린 제9차 ACTO 외교장관 회담이후 설치

- 아마존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토착 인디언들의 문화적 다양성 보전 및 거주·정착문제
논의

V
기
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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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ㅇ 현재까지 3차례 정상회의 개최 (개최지 : 브라질 마나우스)
- 1989.5.6

- 1992.2.10-11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을 위한 UN 환경 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대비한 회의

- 2009.12.16

제3차 회의

※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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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차 회의 시 참석국들은 ACTO 선언(Declaration on ACTO)를 발표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결의

- 아마존 삼림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 지원의 중요성 강조

ㅇ 상기 정상회의 외에 각국 외교부 장관들간의 회담을 통해 기본 사업 계획 수립, 아마존
개발 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

ㅇ ‘2004-2012 ACTO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아마존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공동 아젠다 수행

ㅇ 2009-2014년간 IBD(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1천만불을 지원받아 ‘아마존지역 환경
보건 감시체제’ 프로젝트 시행

ㅇ 2010년부터 UN환경프로그램(PNUMA) 지원하에 ‘아마존강 수력자원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 추진(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 770만불 지원)

ㅇ 2010년 제10차 ACTO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8년간의 ACTO 전략 및
이행계획 문서인 ‘아마존 전략 협력 아젠다(Amazonian Strategic Cooperation
Agenda)’를 채택

※ 동 아젠다는 기존의 ‘2004-2012 ACTO 전략계획’을 대체
※ 아마존협력조약 서명 40주년을 기념하여 ‘아마존 전략 협력 아젠다(2020-2030)’ 개정 진행중

ㅇ 2011년 “아마존 지역내 산림면적 감시”(아마존 전역에서 산림벌채, 벌목, 토지사용 및
변경 감시) 프로젝트 시행

ㅇ 2014.4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 감시, 통제 프로젝트 이행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

V

ㅇ 2014.10.30. 자발적 고립상태에 있는 원주민 보호를 위한 전략체계 개발 프로젝트

기

ㅇ 2014.12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력총회(페루 리마)에서 아마존 산림벌채 지도

야

이행 완료

(2000-2010) 발표

- 2015.5월 UN산림포럼(뉴욕)에서 2010-2013 아마존 산림벌채 지도 발표

ㅇ 회원국 간 국경지역 프로젝트

- Acre-Ucayali 프로젝트 : 브라질(Acre)과 페루(Ucayali) 국경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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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3국간 프로젝트 : 콜롬비아(La Paya), 페루(Gueppi),
2021 중남미 지역기구 개황

에콰도르(Cuyabeno) 3국 접경지역의 자원 공동 관리, 보존 지역 관리 등 지속가능
성장 활동

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2010.7월 한-ACTO간 인턴파견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중남미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인턴파견 실적: 2010년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2명 파견
※ 2020년까지 총 19명 파견
※ 2020년 상반기 2명 파견

ㅇ 우리 산림청-ACTO간 면담(2013.8.21)

- 제1차 한-브 산림협력회의 개최 계기, 우리 산림청 대표단은 Mauricio Dorfler
ACTO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열대우림 사바나지역의 열대식물 공동연구, △산림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국가산림조사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접촉창구 지정, △ 한국
산림복구 경험 공유 등 양측 협력 가능 사업 협의

ㅇ 2020년 하반기 한-ACTO 아마존 협력 오찬 세미나 개최(예정)

- 발표Ⅰ : 아마존 지역의 친환경·조화로운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 발표Ⅱ : 우리나라 국제 환경 정책 및 성과

- 발표Ⅲ : 한-ACTO 협력 프로젝트(①보건 ②개발 ③에너지)
사무국 소재지 및 연락처
- 주 소 : ACTO-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SEPN 510, Bloco A, 3° andar, Asa
Norte, Brasilia-DF, Brasil / CEP : 70750-521 ※ 금년 청사 이전
- 전 화 : (55 61) 3248-4119 / 4132
- 팩 스 : (55 61) 3248-4238

- W E B : http://www.otc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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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쇄 ｜ 2020년 12월
· 발 행 ｜ 2020년 12월
· 발행처 ｜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 인쇄, 제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 편집, 제작 ｜ (주)마스타 (출판등록 제2011-0000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