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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적개

발원조(ODA)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가진 개발의 경험과 교훈을 되돌아보고, 

발전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8년부터 농림업 분야에 한 중점지원 국가를 선정하

고, 해마다 3~5개 국가를 선정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18년에 주요 전략 국가 16개국을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가

나, 세네갈, 인도, 네팔, 볼리비아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1962년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 이후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

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등의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서 세네갈의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에 해 조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네갈의 전문가와 함께 공동 조사 및 위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계은행, 

OE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를 활용해 세네갈 농

업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

리며, 본 연구가 향후 우리 정부의 ODA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및 기획, 수행에 도

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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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2019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

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은 ODA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세네갈도약계획(PSE)에서는 

2035년까지 신흥 경제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

네갈의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관계부처합동 

2016). 감비아, 기니비소, 기니, 모리타니, 말리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 역내에서 정치적·경제적인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 하다. 

○ 2000년 이후 강한 성장세를 보여온 아프리카의 경제는 2000~2016년간 매년 

4.6%씩 성장했으나, 일자리 부족,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

다. OECD에서는 기술개발, 글로벌 가치사슬, 새로운 무역 및 투자 등 경제 변

화에 적응하고, 지역과 글로벌 시장에 개선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 협정(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greement: AfCFTA)은 역내 무역 자유화의 중요한 변

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의 경제 중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세네갈을 상

으로 ODA의 전략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본다. 본 연구를 통해 세네갈의 농업

부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포용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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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지원하는 ODA의 예산을 효율적·효과

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차년도에서 선정된 중점 협력국 중 세네갈을 상으로 농업 분야 

ODA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수행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국가별·분야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 전략이 부재

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네갈의 농업부문 가치사슬 단계별 현

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둘째, 세네갈의 ODA 수원 현황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

황 분석하며, 셋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선정과 중장기 협력 전

략을 수립한다.

연구 방법

○ 세계은행, OE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공하는 기초 통계 데이터

를 활용해 세네갈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세네갈 

현지 전문가와 현지 공동 조사 및 위탁 연구를 통해 농업 현황과 ODA의 이해

관계자를 분석했다.

○ 세네갈의 국가발전전략 및 농업부문개발 전략,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과 주요 사

업, 우리나라의 중점협력전략 및 사업 사례 등의 문헌 검토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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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는 세네갈에 3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여국이다. 세네갈

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세네갈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지

역개발 및 수산업,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의 4개 분야에 해 전체 예

산의 부분(99.8%)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는 약 12%를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  사업’, ‘세네갈 지속

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 사업’,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 사업’, 농촌

진흥청 KOPIA 센터의 ‘농촌개발 시범마을 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부분 세네갈의 북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관개수로 건립, 

농지 정리 등 생산 인프라 위주이다. 그러나, KOPIA 센터의 땅콩, 양파, 쌀 우

량 품종개발 R&D 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훈련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ODA는 북부 지역에 지속하는 것이 개발효과

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북부 생루이 지역

에서 쌀 종자 보급, 생산 인프라 지원, 미곡종합처리시설(RPC) 지원, 수매까지 

쌀의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ODA와 민간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

도르 지역에서 수행된 농지정리, 관개수로 사업과 연계하여 우량 품종 보급을 

통한 쌀 생산성 증 , 농업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이 추

가되면 지속가능성, 사업의 영향(Impact)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CSV 형태로 민관파트

너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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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에 한 우리나라의 ODA 지원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가치사슬의 확

를 통한 포용적 농촌개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수

립하였는데, 첫째, 식량안보의 확보, 둘째, 농가 소득원 다양화, 셋째, 민간부문 

투자확 이다.

○ 첫 번째,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서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현지조사 결과 쌀, 양파, 땅콩 등 세네갈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

나, 전통적으로 재배해 온 작물의 종자 품질이 극히 열악하여 단위 면적당 생

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단위에서 종자

에 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채종이 거듭되고 있어 생산물의 품질

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에 있다. 따라서, 우수한 품종을 소농에게까지 보급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제도적·행정

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농지정리와 관개 인프라 개선은 생산성 증  관점

에서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 두 번째,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 재난에 회복탄력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

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쌀을 주요 작물로 선정

하였지만, 양파, 땅콩 등의 다양한 작물을 농민에게 소개하고, 재배법을 교육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농업기술학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에 맞는 작물과 품종 보급과 기술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며, 저장과 가공 인프

라 지원, 가공 기술 훈련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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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확 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

가 필요하다. 세네갈의 국내외 농업 관련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

여 지속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서아프리카지역 역내, 중장기적으로 유럽으로까지 농산물 수출을 확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

다. 수확 후 관리 기술, 검역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판매, 마케팅까지 가치사슬이 확 되는 구조를 만

들어야 하며, 민관파트너십의 형태로 민간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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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Senegal

Research Background

○ The year 2019 is meaningful for Korea as it has been ten years since 

Korea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The experiences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Korea 

become good examples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ODA. Senegal Emergent Plan(PSE) aims to achieve the 

status of emerging economies by 2035. Although urbanization is 

underway, agri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Senegal, where more than half 

(56%) of the population still live in rural areas. As Senegal, bordered 

by countries such as Gambia, Guinea-Bissau, Guinea, Mauritania, and 

Mali, serves as the chair of the West African Economic Community 

(ECOWAS), the country is trying to be the key country in the region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 The economy of Africa, which has shown its outstanding growth since 

2000, has grown by 4.6% every year from 2000 to 2016 but still 

suffers from a shortage of jobs and deepening inequality. OECD 

emphasizes adapting to economic change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global value chains, new trade and investment, and 

integrating into better ways in regional and global markets. In 

ABSTRACT



ix

particular, the 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greement (AfCFTA), 

launched in May 2019, is expected to be a vital inflection point for the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 In this way, we will explore the direction of ODA's strategic support 

for Senegal, which is actively making efforts to become a center of the 

economy in West Africa based on political stability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issues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enegal, 

contributing to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ly 

executing the budget of ODA, which Korea supports as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ODA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Senegal, which is one of the key partner 

countries selected in the first-year research and to derive support 

strategies for the areas where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t is 

the most necessary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resolving the lack of a support strategy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and sector, which is repeatedly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in the 

value chain of Senegal. Second,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ODA 

sources in Senegal and the suppor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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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hird, it establishes the sector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in Korea and establishes long-term cooperation strategies.

Research Methodology 

○ We used the statistics data provided by the World Bank, OECD, and 

Worl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to diagnose the 

overall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enegal. 

Also, through the local joint research and commissioned research, the 

current state of agriculture and stakeholders in ODA were analyzed.

○ This research has a diversity of literature reviews on Senegal'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strategy,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 strategy and major 

projects, and Korea's key cooperation strategies and business cases.

Findings 

○ Korea is the third-largest donor in Senegal. Senegal is one of Korea's 

key partner countries, where the Korean ODA supports most of the 

total budget (99.8%) for the four sector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fisheries, education, water management and health hygiene, and 

transportation following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accounts for about 12% of 

the total. Also, a number of ODA projects including the Project on 

Enhancing Senegal Agricultural Productivity, Senegal Sustainable 

Rice Value Chain, Senegal Agricultural Technology Schoo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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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roject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Rural Development Model Village Projec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KOPIA Center, are being implemented. Most of 

these projects are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part of Senegal and 

mainly focus on production infrastructure, such as building irrigation 

and arranging farmland. However, it is changing to software-oriented 

projects such as R & D projects for developing high-quality varieties 

of peanuts, onions, and rice by KOPIA centers, and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technical school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ustaining agricultural ODA in the 

northern region, Senegal w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France, ODA and private 

enterprises support the value chain of rice—from rice seed 

dissemination to production infrastructure support, rice processing 

facilities (RPC) support, and provision in northern Saint-Louis. For 

Korean ODA, the sustainability and impact of the project will be 

improved if support is added to farmland management and irrigation 

canal projects carried out in the Pdodor region. Also, private 

companies in Korea can enter and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he form of CSV.

○ Korea's goal of supporting ODA in Senegal was set to 'Inclusive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Sustainable Agricultural 

Value Chains.‘  To this end, three basic directions wer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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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ecuring food security, second, diversifying farm income 

sources, and third, expand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First, the introduction of multi-yielding varieties is suggested for 

securing food security. Field surveys indicate that demand is rising in 

Senegal for rice, onions, and peanuts. Also, the productivity of crops 

traditionally grown is inferior, indicating low productivity per unit 

area. Besides, there is a vicious cycle of poor self-cultivation because 

of poor access to seeds in farm units, resulting in a poor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it is crucial establish a system that 

can distribute high-quality varieties to small farmers. To this en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review and complementation are 

necessary. Improving farmland management and irrigation 

infrastructure was suggested as a task that should continue in terms of 

productivity.

Second, the diversification of farm income sources should be set as 

the primary direction. In order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to be 

resilient to disasters and disasters such as droughts and floods, 

strategies are essential to reduce risks by growing various crops. In 

this study, rice was selected as the main crop, bu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crops such as onions and peanuts to farmers and to 

cultivate farming methods.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School,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upply 

crops, varieties, and technical training for the region, and to increase 

the value-added by supporting storage and processing infrastructure 

and processing technolog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far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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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needs to be expanded. 

Relevant laws, systems, and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to promote 

investment of private companies, and the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and agencies is needed. Senegal's governance system between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structure that can operate sustainabl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 

way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agricultural 

exports to the West African region and to Europe in the medium to 

long term. Post-harvest management skills and quarantine capacity 

building should be pursued. In this process, private companies should 

participate, and the value chain will be extended to sales and 

marketing. Also, plans to support the domestic agri-food companies 

for export markets should be specified by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searchers: Lee Hyojung, Choi Jungma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2.

E-mail address: hyojung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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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19년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공여 선진국으로 거듭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

이다. 우리나라는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임을 강조하며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ODA의 예산은 3조 2,003억 원으

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GNI 비 0.7% 수준에는 여전히 부

족한 상황이다.1)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는 모두가 평등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관점에서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17가

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인한 난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

난 발생,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식량안보가 중

요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1) 2010년 1조 3천억 원 대비 약 2.5배 증가. 2018년 잠정 통계기준 GNI 대비 0.1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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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강한 성장세를 보여온 아프리카의 경제는 2000~2016년간 매년 

4.6%씩 성장했으나, 일자리 부족,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OECD에서는 아프리카의 개발 역동성(Africa’s Develpment Dynamics 2018) 보

고서를 통해 기술개발, 글로벌 가치사슬, 새로운 무역 및 투자 등 경제 변화에 적응

하고, 지역과 글로벌 시장에 개선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

히, 2019년 5월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ial Free Trade 

Agreement: AfCFTA)은 역내 무역 자유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OECD 2018).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의 경제 중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세네갈을 상으로 

ODA의 전략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본다. 본 연구를 통해 세네갈의 농업부문이 갖

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포용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지원하는 ODA의 예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집행하

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서 선정된 중점 협력국 중 세네갈을 상으로 농업 분야 

ODA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수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국가별·분야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 전략이 부재함’을 해결

하는 데 있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네갈의 농업부문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세네갈의 ODA 수원 현황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분

석하며, 셋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선정과 중장기 협력 전략을 수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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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선정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인 세네갈을 상으로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ODA의 지원 방향과 전략

을 도출한다. 

1차년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선정 결과’

에 세네갈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네갈에서는 국가 전체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부

분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중점지원하고 있는 협력국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네갈의 임업을 제외한 ‘농업’부문에 중심을 두기

로 한다.

연구의 서두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원 현황, 공여 현황, 프로젝트 지

원 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여 세네갈의 국가 경제와 농업에 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01 문헌조사

02

03

•  ODA 통계 : OECD/DAC
• 농업 및 경제 현황 : FAO, 세계은행, KOTRA
• 일반 현황 : 외교부, 국무총리실

세네갈 현지 연구 위탁

전략 및 중점지원분야 도출

• 세네갈 국가발전정책 및 농업부문 관련 정책
• 세네갈 농업부문 현황
• 세네갈 ODA 이해관계자 및 국제사회 지원 현황
• 세네갈 쌀 가치사슬 현황

•  對 세네갈 농업분야 지원 방향 및 전략 제안

•  사업추진 방식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자료: 저자 작성.

세네갈의 농업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위탁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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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다 상세하게 세네갈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에 해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가진 농업의 기술적인 비교우위 분야와 세네갈의 농업

부문이 가진 문제점 간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사업과 지역적·사업요소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상 작물을 쌀로 선정하고 

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네갈에 한 농업 분야 ODA의 지원 방향 및 전략을 제안

하고, 사업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국제기구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했다. 세네갈

의 농업 생산, 수출입과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OECD 통계자

료는 전 세계 ODA의 통합 데이터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분야별, 세부항목별 자료

를 제공한다. 세네갈의 수원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對세네갈 ODA 

지원 현황을 파악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부, 국무조정실, 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네갈에 지원되는 사업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 국내 ODA 전문가 자문 면담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ODA 전문가 등을 상으로 세네갈의 농업과 ODA에 

한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리카실, 세네갈 사무소 농업 

담당자 면담으로 세네갈에서 진행 중인 ODA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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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본 연구를 위해 2019. 8. 24.~27. 세네갈 농업부, KOICA 사무소, KOPIA 센터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을 실시했다.

□ 해외 연구 위탁

세네갈 상호금융개발(Mutualite Finance Development: MFD)의 농업전문가를 

통해 세네갈 농업 ODA 분야 이해관계자, 민간기업 참여 현황, 쌀의 가치사슬 단

계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전반적인 세네갈 농업의 자료를 취득하였다.

4. 선행 연구 검토

Kampmana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 정책문

서, 정부, 시민사회, 해외 공여국, 세네갈 지역 민간업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를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영양개선 분야의 정책일관성을 분석했다. 영양 프로

그램 이행의 성과는 국가 차원의 운영 역량(관리, 감독), 다부문적(multi-sectoral)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네갈의 농업정책과 

전략 방향, 그리고 SDGs에서 추구하는 정책성 방향성과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 간 

일관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2015)에서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기술 및 재정 파트너 협의

회(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PTF)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공여주체회

의(Groupe Elargi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G50), 공여

기관 사무국 회의(Comité de Concertation des Partenaires Techniques et Financiers 

au Sénégal: CCPTF 또는 G12), 분야별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 

TWG) 등의 공여기관 간 협력 구조에 해 연구를 수행했다. 동 연구에서 분야별 

작업그룹 중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분야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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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위생은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수산 분야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작업그룹에 참여하여 세부적

인 활동 요소, 지원 상 지역 등에 한 원조기관 간 연계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ODA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며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부문을 선정하

고, 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기자재, 종자, 저장, 가공, 유통에

서 식품산업으로 확장시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부문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동 연구에서는 계층화분석법(AHP)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공유 

가능한 우리나라 농정경험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쌀의 수요

와 공급구조 분석을 수행했으며 특히, 세네갈의 포도르 지방에서 쌀 관련 이해관

계자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시장의 단절, 농민조직의 

비활성화, 농업금융 접근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Broeck et al.(2017)은 세네갈 델타지역(Senegal River Delta: SRD) 사례연구를 통

해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임금 노동으로 가계수익

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농업부문, 비농업부문 간 상호보완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의 對아프

리카 진출 전략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원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과 협력, 선진국 기업과 협력을 위해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Bernard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세네갈 양파 생산 농민을 상으로 한 마을

단위 사업에서, 부피가 아니라 무게와 품질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인식전환 캠페

인을 실시했다. 이 결과 농가 단위로 양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을 제공함으로

써, 농민의 인식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기자재 지원과 훈련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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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농업 가치사슬지원 프로젝트(Agricultural Value Chains Support Project)를 통해 

땅콩 생산 농가의 소득 증 를 지원하였다(2008~2014/32.51백만 USD). 사업

상자는 소농, 여성, 청년층(18~30세)으로, 농민조직과 시장의 직접 연계, 지역, 국

가단위의 정책 화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세네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쌀의 생산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쪽 River Valley 지역의 쌀 가치사슬의 확 는 

자국 내 소비와 더불어 향후 수출 시장까지 확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

하고 있다(Colen et al. 2013).

□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는 세네갈 농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

후 전략적 지원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거나, 정책적 제안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분

석,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과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기

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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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농업 현황

1. 국가 일반 현황

1.1. 지리적 현황

아프리카 륙의 최서단에 위치한 세네갈 공화국(The Republic of Senegal)은 

감비아, 기니비소, 기니, 모리타니, 말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

은 196,722㎢로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세네갈의 기후는 열 성 기후로 

덥고 습하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 건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이다.2)

2)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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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네갈 국가 지도

자료: CIA Factbook3)

1.2. 정치 현황

세네갈은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1960년 선거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평화적 

정권 교체로 정치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 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국으로, 마키 

살(Macky Sall) 현 통령은 2012년에 이어 2019년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146년

간의 프랑스 식민 통치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방면에서 프랑스의 영

3)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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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특히 프랑스어권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

스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신, 형 유통업, 건설, 은행, 항만, 관광업 

등 서비스부문에 프랑스계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으며, 1974년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350명 규모의 프랑스군이 다카르에 주둔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

롱(Emmanuel Macron) 통령은 2018년 세네갈 방문 시 생루이 지역 항만 유지보

수 및 사적지 보수, 다카르 17개 학교 건설, 상하수도 시스템 등에 7,180만 유로 규

모의 원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1975년 창설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는 역내 군사적 안정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지역협력체

로, 세네갈은 2015년 ECOWAS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역내 협력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국의 국가원수로는 10년 만에 세네갈을 방

문하여 양국 간 무역 협정 및 서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일 일로 구상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2005년 수교 이후 중국의 對세네갈 투자액이 18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류가 있다. 그러나 어분(fishmeal)의 중국 내 수요 급증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어선들이 세네갈 인근 해역까지 진출하여 량 남획을 자행하면서 어

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로까

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했으며(북한과는 1972년), 2017년 기준 1억 3,9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은 주로 자동차, 화학·섬유제품 등으로 

7,853만 달러, 수입은 갈치 등 수산 가공품이 90%를 차지하며 6,124만 달러 규모

이다.4) 양국 간 주요 협정으로는 ‘경제·기술협력 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

정(’85)’, ‘ 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8)’,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16)’ 등

을 체결하고 있다.

4) 한국무역협회 통계 웹사이트(http://www.kita.or.kr: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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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구 및 주요 사회 현황

세네갈의 인구는 15,020,945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1/3 수준이다(2018년 기준). 

수도 다카르(Dakar)의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으

며, 제2의 도시인 투바(Touba) 인구는 75만 명, 이 외 다른 도시들의 인구는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로 수도에 밀집되어 있다. 전체 인구 중 올로프(Wolof)족

이 37.1%를 차지하며, 프랑스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교는 없으나 

이슬람이 95.9%를 차지한다.5)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간개발지수(HDI) 0.467 0.476 0.481 0.486 0.492 0.499 0.505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67.7 67.2 67 66.4 65.1 63.8 63.2

유치원 등록률 13 14 15 15 15 16 -

초등학교 등록률 86 86 83 84 84 83 -

중등학교 등록률 41 45 47 50 50 48 -

고등학교 등록률 10 10 10 10 10 11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당) 62.6 58.9 55.5 52.3 49.5 47.1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 - - - 75.2 - -

전기접근성이 있는 농촌 인구 비율 26.6 36.7 27.5 32.7 31.8 38.3 -

전체 사용에너지 중 화석에너지 비율 47.5 45.8 52.2 53.7 - -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 - - - 48.4 - -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Data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6)

표 2-1  세네갈의 주요 사회지표 변화 추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2011년 0.467에서 2017년 

0.505로 높아졌으며, 하루 3.1달러 미만의 빈곤인구비중도 67.7%에서 63.2%로 

낮아지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2011년 천 명당 62.6명에서 2016년 47.1명으로 감소했으며, 농촌지역의 

5)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2019. 5. 31.).

6) UNDP HDI(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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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접근성은 2011년 26.6%에서 2016년 38.3%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지

표가 개선되고 있다(UNDP 2019). 인구의 55% 정도인 840만 명 정도가 전기에 

한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 인구의 전기접근성이 90%인 반면, 농

촌 인구의 전기접근성은 28%로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통도

로망의 길이는 총 16,496㎞로, 이 중 포장된 도로는 전체 도로 중 1/3인 5,957㎞에 

그쳤다.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소외 계층에 한 지원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보급률은 식량안보의 측정 지표 중 식

량 접근성(accessibility)의 지표이고, 전기, 에너지의 보급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

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개선은 우리나

라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공여국 회의, 가나의 분야별 회의(Secotoral Working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우리가 비교우

위에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발효과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 경제 현황

2.1. 일반 현황

세네갈의 총 GDP는 2019년 기준 260억 달러로 2015년 178억 달러 비 46% 

이상 증가했다. 세네갈의 ‘국가도약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 2014~2035)’

에 따라 규모 인프라에 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인 

농업 생산량의 증 로 인해 2015년 이후 연 6~7% 의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산업별 GDP 구성은 2017년 기준 서비스업 52.6%, 농업과 제조업이 각각 

1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어류, 인산염, 땅콩 등의 1차 산품으로, 2차 

7)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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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가격 등락폭이 커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만성

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178 190 211 242 260

1인당 GDP 달러 1,187 1,232 1,331 1,485 1,549

경제성장률 % 6.4 6.2 7.2 7.0 6.7

재정수지/GDP % -3.7 -3.3 -3.0 -3.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 0.1 0.8 1.3 0.4 0.9

정부채무/GDP % 44.5 47.8 48.3 50.4 47.5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CFAfr 591.5 593.0 582.1 554.5 552.4

경상수지 백만 달러 -1,160 -945 -1,055 -1,279 -1,466

경상수지/GDP % -6.5 -5.0 -5.0 -5.3 -5.6

상품수지 백만 달러 -2,858 -2,653 -2,855 -3,064 -3,390

수출 백만 달러 2,270 2,312 2,362 2,665 2,530

수입 백만 달러 5,128 4,966 5,217 8,730 5,919

외한보유액 백만 달러 1,988 1,554 1,914 2,947 3,095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0,056 10,422 12,316 12,946 13,627

총외채잔액/GDP % 56.6 54.9 58.3 53.4 52.4

단기외채 백만 달러 580 591 731 731 ··

외채상환액/총수출 백만 달러 9.0 11.7 13.0 14.0 1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세계국가편람을 토 로 저자 작성.

표 2-2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추이

세네갈의 환율은 2015년 달러 비 591.5CFAfr에서 거래되고 2019년에도 이

와 비슷한 552.4CFAfr으로 거래가 되면서 달러 비 화폐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다. 경상수지의 경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나타났으

며, 2011년 11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9년 14억 달러로 3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외환보유액은 2015년 2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세네갈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며 세네갈 경

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농업은 각각 16% 를 차지하고 

있다.8)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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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비스업 인구 비율이 26.45%로 많았으며, 제조업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20.12%로 나타났다.9)

표 2-3  세네갈의 산업별 GDP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15.84 12.88 13.97 13.69 13.37 14.28 14.73 16.05

제조업 15.47 17.16 16.84 17.34 17 17.04 16.37 16

서비스업 52.75 54.05 53.65 52.94 53.61 51.44 51.7 52.6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10)

단위: %

구분 농업 제조업 서비스

경제활동 인구 비율 53.43 20.12 26.45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11)

표 2-4  세네갈의 산업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2017년)

2.2. 수출입 현황

세네갈의 2010년 전체 수출 규모는 41억 달러에서 2017년 59억 달러로 42%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자재, 축산품, 식료품, 피혁제

품, 미네랄, 플라스틱/고무, 석재/유리, 채소, 원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또한, 2차 경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발류와 섬유의류와 같은 제조업 상품

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수출과 더불어 수입 규모도 확 되고 있는데, 2010년 총 95억 달러에서 2017년

에는 134억 달러로 2010년 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자본

8)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9)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10)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11)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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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비재, 화학제품, 기계/전자, 기타 상품, 섬유의류, 운송수단에서의 수입 규모

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에서는 채소와 식료품의 규모가 확 되고 있다.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출 대상국가 수출 규모 순위 수입 대상국가 수입 규모

1 말리 592,739 1 프랑스 989,931 

2 스위스 301,314 2 중국 654,466 

3 인도 149,162 3 나이지리아 532,629 

4 코트디부아르 139,519 4 인도 491,067 

5 아랍에미리트 134,113 5 네덜란드 375,670 

6 중국 132,739 6 독일 284,007 

7 잠비아 107,267 7 벨기에 266,596 

8 스페인 107,168 8 스페인 235,494 

9 기니 104,839 9 터키 230,626 

10 미국 90,439 10 아랍에미리트 160,336 

⁝ ⁝ ⁝ ⁝ ⁝ ⁝
19 대한민국 71,639 26 대한민국 110,938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 자료를 토 로 저자 작성.12)

표 2-5  세네갈의 수출입 대상국 및 규모(2017년)

세네갈의 주요 수출 상국가는 말리로 2017년 기준 총 5억 9천만 달러의 수출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스위스, 인도, 코트디부아르, 아랍에

미리트, 중국, 잠비아, 스페인, 기니, 미국 순이었으며, 한국에 4,086만 달러를 수

출하였다.13)

세네갈의 주요 수입 상국은 프랑스로 2017년 9억 8,993만 달러를 수입했다. 

그 뒤를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터키, 아랍에미

리트 등이 잇고 있다.14)

세네갈의 한국 수출 규모는 2010년 1,066만 달러에서 2017년 7,163만 달러로 

12) 각주 12와 동일.

13)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 

2019. 4. 25.).

14)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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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배 가까이 확 되었으며, 특히, 소비재, 생산재, 원자재, 축산품, 철강, 미네랄, 

원목 등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3> 참조).

한국으로부터 2017년 1억 1,093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0년 7,981만 달러에 비해 41%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입부문도 수출과 마찬가

지로 특히 소비재, 생산재, 화학제품, 섬유의류, 원목 제품에서 크게 증가세가 나

타났다(<부록 4> 참조).

세네갈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을 고려했

을 때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 차례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지만 

큰 폭의 변화가 없어 간접적으로 본 세네갈의 물가변동이 안정적으로 판단된다.15)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플레율 1.23 3.4 1.42 0.71 -1.09 0.14 0.84 1.32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16)

표 2-6  인플레율 변화 추이 

2.3. 민간기업 투자 환경 분석

World Bank(2019)의  Doing Business 보고서(2019)에 따르면 세네갈은 전 세계 

190개 국가 중 종합 순위 14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017~ 

2018 보고서에서는 137개국 중 종합 106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출 규모가 확

되고, 국채 발행 등 재정수지 적자를 외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

라 해외원조에 한 의존도가 감소하여, 정부 연간 총지출에서 공적원조(Official 

15)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16)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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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순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1.5%에서 2016년 16.2%로 현저히 감

소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 국가도약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 2014~18’

을 통해 10년 단위의 전략적 계획을 운영하기 위한 우선순위행동계획(Plan 

d’Actions Prioritaires: PAP)을 수립하였다. PAP 이행 비용은 9.7조 CFAF로, 이 

중 5.7조 CFAF17)만 세네갈 정부가 확보했으며, 부족한 4조 CFAF는 국제사회 및 

공여국에서 46%, 국가지원 예산 25%, 민간부문에서 28%를 충당할 계획이다. 민

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인프라 및 교통 서비스가 26%, 농업 25%, 주거환경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PSE는 1차 산업 분야의 개발을 명시하였는데, 

쌀, 옥수수, 깨와 같은 농업생산 프로그램들은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투입

재 및 기자재에 한 지원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쌀 생산량 증 는 국가쌀자급

프로그램(the National Rice Self-Sufficiency Programme)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

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기준 관개농업을 통한 쌀 생산량은 아프리카에

서 가장 높은 5~7톤/ha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Deloitte 2017).

국가: 

985억

CFAF, 25%

민관협력프

로젝트 중

민간부문

1.1조

CFAF, 28%

국제사회

및 공여국

1.9조

CFAF, 47%

그림 2-2  PAP 이행 예산 부족분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26%

농업, 25%주거환경, 

16%

관광, 10%

교육훈련, 9%

광산업, 6% 산업, 3%

수자원 및

위생, 3%

보건, 1% 무역, 1%

그림 2-3  민관협력 분야 수요

자료: Deloitte(2017). 

17) 이 중 8%는 민간부문 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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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18개 민관협력 프로젝트 중 농업 분야 관련 프로젝트는 3개로 

축산, 작물생산 및 관개시설 증축에 관한 사업이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곡물지

(Grain Corridor) 사업으로 곡물 생산을 위한 관개농업지 를 강화하고 4개 정

도의 곡창지 를 확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6억 2천만 

달러이다. 이 외에도 고부가농업 및 축산 관련 종합 프로젝트가 1억 7천 8백만 달

러, 해수담수화처리시설 사업이 8천만 달러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Deloitte 2017). 

한편, OECD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한 전

략 및 이니셔티브’에서 세네갈은 ‘친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

벌 경쟁력지수에서 제시하는 세네갈의 기업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네갈은 상 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이고, 국가 간 교류가 

많지 않아 정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므로, 해외 민간기업의 세네갈 투자 프로젝트와 OECD가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세네갈 진출 시 지원받거나 위험 완

화에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OECD 2017). ODA를 통해 CSV 

형태의 민관파트너십 사업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으며, KOTRA를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진출 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민간기업은 다양한 채널로 

미개척 개발도상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 전략 및 관련 이니셔티브

알제리 세네갈 투자개발청 및 세네갈 중소기업개발청 

부르키나파소 국가 여성 기업 촉진전략

카메룬 중소기업 및 사회영세경제개발전략

이집트 기술혁신 및 기업전략 2011~2014, 중소기업개발을 위한 사회 기금, 중소기업 투자청

에티오피아 중소기업개발전략(2011), 에티오피아기업개발센터

가나 YES 이니셔티브, 대졸자 기업 비즈니스 지원 계획, 청년고용청

케냐 중소기업 법령(Act) 20102, 비공식부문포괄기금 2011

모로코 2015 자영업에 대한 법령 114-13

표 2-7  아프리카 국가의 기업육성을 위한 전략 및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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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전략 및 관련 이니셔티브

나이지리아 국가영세소규모기업정책 

르완다 중소기업개발정책

세네갈 친중소기업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소규모 비즈니스법, 소규모기업개발청, 흑인사업가정책(Black Industrialists Policy) 
2015, 폭넓은 흑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기업개발전략

튀니지 국가중소기업지원은행, 산업혁신촉진청

자료: OECD(2017: 19).

3. 국가 농업부문 현황

3.1. 농촌 인구 

세네갈은 1960년  농촌 인구가 246만 명으로 도시 인구 74만 명에 비해 3배 이

상 많았다. 2000년 까지 지속적으로 농촌 및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10년부

터 도농 간 인구 격차가 좁혀졌다. 2017년에는 농촌 인구 844만 명, 도시 인구가 

741만 명으로 도농 간 인구 격차가 100만 명 차이로 줄어들면서 도시화가 진행되

고 있는 것을 인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세네갈의 도시 및 농촌 인구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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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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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 용지

2013년 세네갈 국가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별 농경지 이용형태는 다음 <표 

2-8>과 같다. Dakar와 Saint-Louis를 제외한 다른 12개 지역에서는 천수답에 의존

하는 농지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 2013). 특히, Kolda, Kaffrine, Kedougou, Kedhiou 지역의 천수답 농지 비

율은 80%를 넘어서고 각 도시의 관개농지 비율은 1.6%, 0.5%, 1.3%, 5.2%에 그

쳐, 관개에 의한 농경지 비율은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재배의 경

우, Ziguinchor, Saint-Louis, Thies, Fatick, Kolda, Kedougou, Sedhiou의 농경지 

중 10% 이상의 농경지에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지역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 2013).

지역
천수답 
농지

관개 
농지

채소재배 
농지

휴경지
수목 
재배

임업 어업 화훼 축산

Dakar 8.9 1.4 5.5 0.6 1.6 0.1 3.5 0.5 61.9

Ziguinchor 57.5 1.7 19.7 0.6 21.0 1.7 5.7 2.7 62.2

Diourbel 60.6 0.6 1.4 0.5 0.1 0.1 0.0 0.1 62.9

Saint-Louis 30.6 26.1 14.2 23.2 1.1 0.2 4.4 0.3 59.5

Tambacounda 77.4 2.5 5.3 4.1 1.4 0.5 0.4 0.2 48.0

Kaolack 68.3 0.6 5.0 0.4 0.9 0.4 0.8 0.2 58.4

Thies 58.4 2.4 14.0 1.3 4.2 0.5 2.5 0.6 56.4

Louga 66.0 0.8 3.9 0.2 0.1 0.2 0.2 0.1 67.8

Fatick 75.1 1.2 12.6 0.5 1.5 0.4 4.3 0.4 68.7

Kolda 82.5 1.6 12.2 1.0 3.1 1.4 0.3 0.4 57.2

Matam 61.3 11.2 6.8 26.9 0.2 0.3 1.8 0.2 65.9

Kaffrine 86.4 0.5 4.3 1.0 0.4 0.6 0.0 0.2 54.6

Kedougou 80.7 1.3 14.4 1.1 7.7 1.0 0.6 0.3 49.6

Sedhiou 85.1 5.2 29.4 1.9 14.5 3.4 4.5 1.1 57.1

Senegal 60.7 4.4 9.8 4.6 3.5 0.6 2.1 0.5 60.1

주: 2013년 기준.

자료: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u Plan(20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8  도시별 농경지 이용형태

18)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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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와 같이 세네갈의 1인당 경작가능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960년 초반 1인당 0.89ha였던 농지면적은 1990년  0.41ha, 2016년에는 

0.21ha로 감소하고 있다.

표 2-9  1인당 농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ha

구분 1961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면적 0.89 0.74 0.56 0.41 0.34 0.29 0.21 0.21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19)

3.3. 농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세네갈의 GDP 비 농림수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16%로 다른 개발도상국의 농

림수산업 비중에 비해 낮은 편이다. GDP 비 농림수산업 비중은 197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세네갈의 GD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변화 추이

0

5

10

15

20

25

30

19
60

19
62

19
64

19
66

19
68

19
70

19
72

19
74

19
76

19
78

19
80

19
82

19
84

19
86

19
88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GD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20)

19)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 2019. 4. 5.).

20) 각주 1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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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은 세네갈 최  농산물은 쌀이며, 2016년 생산량은 86만 3천 톤이었

다. 그 다음으로 수출작목인 땅콩이 71만 9천 톤, 수수 60만 6천 톤, 사탕수수 46만 

4천 톤, 카사바가 39만 7천 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39만 3천 톤이 생산되어 주요 

농산물 순위 10개 품목 중 6번째로 많이 생산된 품목이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재배면적은 땅콩, 기장, 면화, 사탕수수를 제외하고 전반적

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고>. 땅콩의 경우 2010년 

119ha에서 2017년 94만 ha로 감소하였으며, 쌀은 2010년 18만 ha에서 2017년 25

만 ha로 40% 가까이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옥수수의 생산면적도 증

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순 위 작물 생산량(톤) 생산면적(ha) 생산액(백만 달러)

1 쌀(벼) 863,875 221,290 189.67 

2 땅콩 719,000 880,000 169.55 

3 수수 606,853 853,368 126.37 

4 사탕수수 464,484 3,945 8.42 

5 카사바 397,029 3,561 96.29 

6 양파 393,225 13,223 -

7 옥수수 320,524 197,971 71.16 

8 수박 271,495 22,308 99.93 

9 기장 153,450 176,617 40.07 

10 오일팜과일 133,678 11,776 -

11 망고 130,000 19,348 42.09 

12 토마토 102,000 3,834 58.73 

13 감자 67,485 3,047 18.52 

14 대두콩 60,897 165,928 32.69 

15 양배추 60,000 3,590 24.96 

주: 2016년 기준.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22)

표 2-10  세네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생산면적 및 생산액

2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3. 29.).

22)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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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의 농산물 생산량은 쌀과 옥수수 생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 외 농산물의 생산량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면적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 땅콩의 경우 2010년 12억 톤을 생산한 반면 2017년에는 경작면적의 

감소에 따라 그 생산량은 9억 톤으로 낮아졌다. 반면 쌀의 경우, 생산면적의 증가

로 인해 동 기간 4억 톤에서 7억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면적 증가 비 생

산량 증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23)

세네갈 주요 농산물의 총 생산액 변화율은 생산량의 변화와 다르게 나타났다. 

땅콩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큰 폭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총 생산액

은 2010년 4억 2,800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6,9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쌀

의 경우,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동 기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생산액 

증가율은 10%로 생산액 변화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4)

세네갈의 주요 축산업은 양, 염소, 소, 말, 당나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가

축의 사육두수가 2010년 비 2017년에 증가하였다. 양의 경우, 2010년 557만 마

리에서 2017년 603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염소의 경우 동 기간 475만 마리에서 

572만 마리로 15% 이상 증가하였다.25)

23)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3. 29.).

24)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3. 29.).

25)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3. 29.).



제3장

국가개발 정책 및 
국제사회 ODA 지원 현황





제3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국가개발 정책 및 국제사회 ODA 지원 현황 | 31

국가개발 정책 및 국제사회 ODA 지원 현황

1. 국가 경제개발 정책 및 농업 분야 지원 전략

1.1. 세네갈 도약 계획(PSE)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허브로 변모하기 위한 종합적 경제육성방안으로 

Sally 통령이 세네갈 국가도약계획(Plan Senegal Emergent 2014~2035)을 2013

년에 수립하였다. 주요 목표는 2019년까지 연 7.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 지위에 도달하는 것으로, 주요 분야는 1) 부의 창출, 일자

리 창출, 사회적 포용을 위한 경제 구조의 변화, 2) 국민의 행복향상과 불평등 감소, 

3) 사회 안정, 거버넌스, 안보 강화, 권리 및 자유보호, 법체계 강화가 있다. 우선순

위 추진 분야는 크게 1) 규모 예산투입 분야와 2) 소규모 예산투입 분야로 분류한

다. 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①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② 에너지, ③ 농업

개발, ④ 교육과 훈련, ⑤ 식수와 위생, ⑥ 보건으로 분류했다. 소규모 예산 투입 분

야로는 ① 거버넌스, 안보, 평화, ②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③ 사회적 보호, ④ 위기 

및 재난관리, ⑤ 환경보호가 있다.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 기준으로 농업부문개발

은 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Minist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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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투자진흥청은 PSE와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 에너지, 주택, 교육, 농업, 

관광 등 분야의 26개 핵심 프로젝트(101억 달러 규모)를 선정,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분 프로젝트

광업 ‣ Falémé 지역의 철광산개발(202백만 달러)

농업
‣ Kaolack 지역의 곡물 처리 터미널 건설(60백만 달러)
‣ 6개 지역의 종합적 농업개발 프로젝트(178백만 달러)
‣ 농업용 저수지 확장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개발(620백만 달러)

교통운송 ‣ 총연장 35㎞의 다카르 시내 전차(tram) 노선 구축(734백만 달러)

수자원 ‣ 북부 해안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80백만 달러)

교육, 과학기술

‣ 다카르 새 국립 대학교 개교(200백만 달러)
‣ Diamniadio 신도시 지역에 ‘지식 도시(City of Knowledge)’ 건설(90백만 달러)
‣ 전국 6개 대학교에 기숙사 신규 건설(280백만 달러) 
‣ 전국 9개 지역에 공립 고등 직업훈련기관 개교(160백만 달러)

보건의료
‣ 다카르에 암 예방 센터 개설(30백만 달러)
‣ 다카르에 신규 종합병원 개설(160백만 달러) 

관광 ‣ Joal Finio, Mbodiène, Pointe Sarène 해변에 관광단지 건설(704백만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 Diass 지역에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조성(90백만 달러)
‣ 다카르 포함 3개 지역에 비즈니스 파크(business park) 조성(540백만 달러)

주택 ‣ 다카르 포함 6개 지역에 공공주택단지 건설(440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3-1  세네갈 도약계획의 주요 분야와 지원 사업 현황

세네갈은 국가개발계획(Plan Senegal Emergent)26)의 상위 목표로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배 증가’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 부의 창출 및 빈곤층을 고려

한 성장, 2) 사회 기초 서비스 확 , 3) 소외그룹 보호를 포함한 3  개발과제를 채

택하였다(Minist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2014).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빈

곤의 완화 없이는 성장도 어렵다’는 정부의 결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 8% 이

상 성장을 지향하는 가속화 성장전략(Accelerated Growth Strategy: AGS)을 채택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한 빈곤감

26) Minist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의 Senegal Emergent –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4~201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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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Ⅲ(2010-2015)을 수립하여 추

진하였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Minist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2014).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 발전 및 삶의 질 개선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하고 세네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합화 실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마련

 농업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력 향상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생산품의 다양화와 지역 특성 산업 육성

 빈곤층에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 및 교육(기술) 제공

1.2. 국가경제사회개발전략(SNDES)

세네갈 정부는 포괄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진행하기 위하여 5개년 중장기 전략

을 수립하였으며, 이 5개년 계획이 국가경제사회개발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ment Economique et Social) 2013~2017이다. 이 전략서를 채택하고 추

진하면서 3  핵심 분야로 1) 경제성장, 생산성 증가 및 부의 창출, 2) 인적 자원, 사

회복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3) 거버넌스 제도와 평화 및 안보를 선정하여 국가 핵

심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République du Sénégal 2012). 

1.3. 세네갈 농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PRACAS)

세네갈 농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Programme d’Accele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enegalese)은 ‘경쟁력 있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건

설’을 비전으로 1) 농민교육과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가족농 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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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농산업을 바탕으로 농업 기업가 정신 도모, 3) 기술 및 장비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 증진, 4) 취약층 복원력(resilience) 보장을 핵

심 목표로 한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은 여전히 낮은 문해율을 보이는데 1)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본사회서비스 접근성, 2) 구직, 소득증 , 삶의 질을 찾아 도시

로 이주하는 현상, 3) 농촌사회의 고령화, 여성화의 증가, 4) 수자원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및 5) 전문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ment Rural 2014).

작물 전략목표 기대효과

쌀
‣ 종자 생산 및 수확량 증대
‣ 고원 및 서부지역 천수답 생산 증대
‣ 세네갈 강 유역 지역 관개 쌀 생산 증대

2012년 대비 기본 농작물 가격 통제를 통한 
3,123억 CFA 외환 절감 효과

양파
‣ 종자 생산
‣ 비성수기 보호

2012년 대비 92억 5천만 CFA 외환 절감

땅콩
‣ 종자 재고 재구성
‣ 종자 가치사슬 내 민간주체와의 파트너십개발
‣ 기계화 증진

10만~15만 톤 땅콩 수출을 통한 285억 CFA 
외환 유입

원예
‣ 지속가능한 농산업(PPP)개발 지원
‣ 비수기 청과 생산, 가공, 마케팅 도모
‣ 토지관리 해결책 설계 및 이행

원예 수출을 통한 760억 CFA 외환 유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표 3-2  세네갈 농업발전촉진 프로그램 전략목표 및 기대효과

그림 3-1  서아프리카 지역과 세네갈 국가 발전 계획 및 농업 분야 발전 전략 간 관계도

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대륙 및 지역
프레임워크

국가 프레임워크

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
(ECOWAP)

및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프로그램

(CAADP)

아프리카연합(AU)
2063 전략

`

국가영양개발전략
(PNDN)

농업 세부분야수산업 세부분야

국가식량안보대응전략
(SNSAR) 축산 세부분야

수자원 및 임산자원
세부분야

세네갈부흥계획(PSE)
비전: 사회적 연대와 법치를 통한 20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

PSE 목표 2:
인적 자원, 사회 복지, 

지속가능한 개발

PSE 목표 1:
경제성장, 생산성 증가

및 부의 창출

PSE 목표 3:
거버넌스, 제도, 
평화 및 안보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국가농업투자프로그램(PNIASAN)

자료: Sakho(2019)를 토 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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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량증산 정책(GOANA Plan)27)

강화된 식량증산 정책(Grande Offensive Agricole pour la Nourriture et l’Abondance 

Plan)은 식량증산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벼농사를 짓는 농

가의 경우 요소 비료 구입 시 50%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

제 곡물가격의 상승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새로운 종자 도입 및 비료 투입량 증가

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쌀 생산의 경우 2007년 해당 정책 계획 당시 2015년 곡물 자급을 목표로 하였으

나, 2012년까지 벼(paddy)의 생산량을 50만 톤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쌀은 2011년 40만 5,000톤까지 생산돼 2012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수수와 같은 다른 곡물들의 생산량은 

폭 하락하여 증산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의 경

우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해당 목표치에 근접하게 달성되었는데, 

이는 세네갈 정부가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1.5. 세네갈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PNIASAN)

세네갈 정부는 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5개년 투자 계획인 세네갈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National Agriculture Investment 

Program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을 발표하였다. 국가 농업 분야 투자 계획

(PINA) 및 투자프로그램(PI)이 이전에 추진해 온 서로의 투자계획과 적합성을 고

려하여 투자계획을 통합하였다. 국가 농업 분야 투자 계획에서는 생산부문에서 

59.4, 자원보존에서 11.1%만큼 투자를 늘리고자 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쌀, 

27) Ministre de l’Agriculture의 Programme Agricole 2008-2009 La Grande Offensive 

Agricole pour la Nourriture et l’Abondance 자료.



36 |

기장,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곡물 위주의 작물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

립하였다. 국가 농업 분야 투자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① 치수투자를 통해 기후

변화 응, ② 천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 ③ 농업생산성 개선, ④농업 생산품의 상품

성 향상, ⑤ 농업 생산품의 시장 접근성 증 , ⑥ 신기술 도입 및 연구 역량 강화, ⑦ 

참여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⑧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자기 평가이다(République 

du Sénégal 2018).

1.6. 농촌회귀계획(Retour Vers l’Agriculture: REVA 
Plan)28)

2000년 부터 세네갈의 극심한 실업난으로 세네갈의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이

민이나 밀항을 통해 외국으로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밀항한 국

민들의 안전과 국제적인 국가 신임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농촌회귀계획

(REVA)을 실행하고 있으며, 젊은 경제활동인구에게 농촌지역에서의 농업고용

을 확 하는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회귀계획은 50ha에서 100ha 단위의 농지를 농민, 청년, 여성 등으로 구성

된 신흥 농업 공동체에게 지급하여 종자, 농기자재, 농업시설, 영농자금 등을 지원

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재건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크게 6가지로 ① 농촌지역 청년들의 불법 이민 방지, ② 젊은 여성을 위한 

고용 확 , ③ 농·목축업 체계 확립, ④ 농업 부가가치화, ⑤ 농촌 조직 활성화, ⑥ 

환경 보존 등이 있다.

28) Ministre de l’Agriculture, de l’Hydraulique Rurale et de la Securite Alimentaire – 
Nouvelle Orietnation de la Politique Agricole – Plan Retour Vers l’Agriculture(2006)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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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의 세네갈 지원 현황 및 지원 전략

2.1. 국제사회의 세네갈 ODA 지원 현황

세네갈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ODA의 총액은 2017년 기준 15억 2천 4백

만 달러였으며,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1억 8천만 달러가 지원되어, 총 지원액의 

18.7%를 차지하였다. 농업 세부지원 분야에서는 농업개발, 농촌개발과 농업정책 

및 농업관리 등에 지원이 집중되었다<표 3-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총액 1,604.9 869.5 1,028.4 1,126.5 1,060.4 1,308.4 1,234.1 1,524.5 

농림수산 분야 358.8 108 155.3 262.7 113.8 274.4 132.3 180.6

농업 분야 285.2 94.1 146.9 257.8 110.2 269.4 129.6 161.8

임업 분야 18.4 2.3 2.4 0.6 1.1 1.1 0.6 1.7 

수산 분야 55.3 11.6 6.0 4.4 2.5 4.0 2.1 17.1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7.1% 14.1% 18.1% 13.3% 16.9% 6.2% 14.8% 18.7%

주: 농림수산 분야(CRS code: 310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29)

표 3-3  OECD 공식 공여국의 세네갈 농림수산 분야 ODA 지원 변화 추이

세네갈은 2017년 기준, 26개의 공여국에서 ODA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이 세네갈에 지원한 ODA 총액은 1억 달러로 세네갈에 3번째의 공여

국이었으며, 이는 전체 ODA 지원 총액 중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장 ODA 

지원을 많이 한 국가는 프랑스로 2억 5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는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순이었다<표 3-4>.

29)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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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OECD
공식공여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프랑스 165.26 165.81 287.89 214.34 294.30 184.96 220.92 256.48 

미국 691.90 144.37 132.09 108.65 107.07 116.87 151.92 159.64 

한국 65.21 3.41 9.11 3.93 11.38 113.20 12.31 100.78 

일본 43.97 51.97 44.38 38.41 49.36 46.74 383.07 54.07 

독일 33.99 36.48 10.14 23.69 61.16 39.58 18.09 50.03 

캐나다 21.86 18.80 48.13 26.04 142.52 123.05 42.70 21.47 

이탈리아 7.26 7.15 42.55 3.67 9.04 29.70 24.22 18.67 

룩셈부르크 18.48 12.43 15.68 12.91 19.30 21.21 20.85 16.04 

스페인 49.47 16.89 16.03 12.33 14.90 12.35 12.96 13.75 

벨기에 38.34 29.94 7.38 12.82 18.96 9.79 6.54 7.03 

스웨덴 0.61 0.46 - 2.72 - - 0.90 5.87 

스위스 1.00 1.04 1.14 1.07 0.98 0.96 1.69 2.53 

영국 1.16 1.76 4.47 1.99 2.38 2.09 2.03 1.83 

네덜란드 19.80 13.41 19.95 0.88 2.05 12.92 0.28 0.86 

아일랜드 0.01 0.05 0.14 0.15 0.31 0.25 0.25 0.75 

포르투칼 0.24 0.33 0.33 0.27 0.06 0.29 0.34 0.43 

뉴질랜드 0.41 - 0.41 0.86 1.21 0.19 0.02 0.35 

체코 - - 0.01 0.03 0.02 0.04 0.05 0.15 

폴란드 - - - 0.03 0.14 0.00 0.30 0.14 

오스트리아 1.62 0.43 5.23 13.62 0.37 0.10 6.26 0.13 

호주 - 0.82 1.77 1.47 0.05 0.21 0.14 0.09 

노르웨이 - - - - - - - 0.03 

헝가리 - - - - - 0.00 0.00 0.00 

핀란드 1.65 0.39 1.07 1.63 - 0.00 1.23 -

덴마크 0.23 0.14 0.58 - - - - -

그리스 - 0.01 0.01 0.01 0.01 0.01 - -

아이슬란드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30)

표 3-4  OECD 공식 공여국별 세네갈 ODA 지원 변화 추이

30)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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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자기구

2.2.1. 세계은행(WB)

세계은행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효과성, 만족도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중의견조사 보고서(FY 2017 Senegal Country Opinion 

Survey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개발은 36%로 

교육 다음으로 우선순위 분야로 고려되었으며, 식량안보가 14%로 7번째, 빈곤감

소가 11%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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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대중이 선택한 우선순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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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결정요인

자료: World Bank(2017).

응답자의 38%는 시민들의 보건·영양에 한 접근성 확 를 공동의 번영에 기

여하는 결정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19%가 농촌지역 빈곤인구를 위한 기회 제공

을 중요 요인으로 선택하였다(World Bank 2017). 

세네갈 세계은행의 분야별 사업 효율성에 한 의견을 2014년과 2017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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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교육, 공공 분야 거버넌스·개혁,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보

건, 경제성장, 식량안보, 민간부문개발, 도시개발, 기후변화, 부정부패 척결, ICT, 자

원관리, 성평등, 사회보장, 기회균등에서 2014년 비 2017년에 분야별 사업 효율

성이 증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반해 교통, 빈곤감소, 무역 및 수출 분야는 상

적으로 2014년 비 분야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7).

그림 3-4  세계은행 ODA 지원 분야별 효율성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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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7).

2.2.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자급률 및 영양상태 개선이 세네갈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FAO에서는 

세네갈에 한 지원 전략을 1) 식량안보의 거버넌스 및 농산품의 개선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2) 자원과 환경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3) 식량 및 영양 위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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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개선된 관리를 통한 탄력성 구축으로 설정했다. 전략 상 산업은 재정·금

융, 쌀 산업, 수자원 관리, 가축 관리, 유제품 냉장 체인, 수산업, 농업·농촌 투자, 농

산물 가치사슬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31) 

전략 이행을 위해 농산물 현 화, 수자원 관리, 농토질 개선, 자원 보존 및 관리, 

유관기관 보조, 여성·청소년 참여 활동 촉진, 자연재해 관리, 탄력성(resilience)의 

촉진과 강화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32) 

FAO가 최근 5년간 추진한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양 개선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세네갈의 영양 및 식량안보 거버넌스 강화’, ‘농

민교육학교(Farmers’ Field School: FFS)를 통한 취약농촌지역의 식량안보 및 농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응집력 강화’, ‘서아프리카의 카사바 가치사슬과 지

속가능 수산업을 통한 농식품 분야의 청년고용 창출’ 등의 사업이 있다. 

FAO는 1977년 세네갈 다카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세네갈 정부와 함께 사회

보호, 성평등, 기후변화 적응 등의 현안을 조화롭게 다룸으로써 기아종식을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가지 중점 사업 중 첫 번째로는 ‘회복력 강화’부문으로 사

하라 아프리카 지역팀(L’Equipe sous-régionale Résilience en Afrique de l’Ouest/ 

Sahel: REOWA)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조기경보체계, 식량안

보분석, 회복력 및 긴급 응 이니셔티브와 같은 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

역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년 이민자 및 농업 분야 고

용’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2018년 6월 농촌개발 및 청년의 고

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에서 농업을 고용창출을 위한 중요 선

택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농식

품업체를 통한 학교 급식 운영’을 제시했다. 2017년 8월부터 FAO는 이탈리아 정

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 상품에 기반한 학교 급식 이니셔티브를 위한 식품공급 전

략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세네갈 남동부에 위치한 케두구 지역에서 

3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5. 25.).

32) 각주 3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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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서 2016년까지 진행된 지역식품공급 시범사업을 확 한 상업이다. 이 사

업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가족농의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 농업의 연계’로 FAO는 국가 가족안전지원프로그램

(Programme National de Bourses de Sécurité Familiale: PNBSF)을 포함한 취약 계

층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가나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 인구의 회

복력을 강화하는 통합 사회보호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업명 예산 지원

세네갈의 영양 및 식량안보 거버넌스 강화(2015~/226만 달러) 유럽연합

FFS를 통한 취약농촌지역의 식량안보 및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응집력 강화(2015~2020/623만 달러)

 GEF

부르키나파소와 세네갈의 영양 및 위생안전의 긴급성에 대응하는 통합 
역량강화 사업(2018~2020/112만 달러)

룩셈부르크

아프리카의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질병발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깁근 지원(2015~2019/244만 달러)

USAID

아프리카 가축 건강관리 및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국제위생안보 프로그램
(GHSA)(2015~2019/300만 달러)

USAID

아프리카 국가 남남 협력과 Great Green Wall 프로그램 실행 착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유럽연합

세네갈 환경 및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조류 활용에 관한 사하라 남부 지역 
전문성 강화(2017~2021/517만 달러)

FAO, FFEM, EU

아프리카의 디지털 활용과 농가 서비스 FMM/FAO

농식품정책의 분석과 관리(SAPAA) 빌게이츠 재단, 네덜란드, 독일, 미국

서아프리카의 카사바 가치사슬과 지속가능수산업을 통한 농식품 분야의 
청년고용창출(2014~2018/395만 달러)

FAO(아프리카신탁기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중소농 농기업을 위한 식품포장기술 개선 사업 사기업(농기계)

표 3-5  FAO의 세네갈 지원 사업 목록(2015~2019년)

자료: Sakho(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2.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세네갈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가전략서 2016~2020 

(Bank Groups Country Strategy Paper)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서의 핵심은 ‘세네

갈 사회 모든 요소에 혜택을 공유하는 포용적인 녹색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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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세네갈 지원평가(2004~2013)의 내용과 은행의 

10년 전략(Bank’s Ten-Year Strategy 2013~2020)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AfDB 2016).

이번 2016~2020 국가전략서에서는 크게 1) 농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2) 생산과 

경쟁력 있는 지원 7인프라의 강화를 중심축으로 언급하였다. 농업전환을 지원하

기 위해 설정된 주요 목표는 세네갈 농업 분야의 전환 지원 중 특히, 농업의 가치사

슬, 농산업 및 농기업의 발전을 통해 포괄적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생산과 경쟁력 있는 지원 인프라 강화의 목표는 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세네갈 인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와 운송 분야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포용적인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AfDB 2016).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과제로 취약한 농업 분야, 낮은 운송 인프라에 

한 접근성, 에너지 접근성 및 사회 불평등과 지역적 차이를 제시했다. 농업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전체 인구의 6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 불안전한 기후조건에 취

약한 천수답에 의존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세네갈은 관개에 

한 잠재성이 높음에도 관개농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토

지에 한 접근성, 불충분한 고품질 투입재(종자 및 비료) 등의 요인들도 농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세네갈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 구조

는 매우 취약하며 농민과 시장 간의 연계성도 낮아 이에 한 시너지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는 세네갈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식량 위기와 영양실

조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AfDB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농업의 잠재성, 호의적인 지역적 위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국가 안정성이 세네갈 개발의 강점 및 기회로 언급했다. 특히 농업 분야

는 원예 수출시장, 쌀 경작 및 다른 상업 작물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선채

소와 과일의 경우 온화한 기후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주요 수출시장에 판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년층의 80%가 농업거래와 관련된 특정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또한 세네갈 농업 분야 발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AfD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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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FP는 1963년부터 세네갈에 식량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가장 취약

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해 왔다. WFP는 국가 정책에서 제시하는 내

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WFP는 ‘가정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만든 급식사

업(Homegrown School Feeding: HGSF)’을 통해 통합적인 변화 활동을 관찰하며 

특히 영양, 회복력, 역량 강화 및 긴급 응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만성

적인 기근 근절과 가난한 가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회보호프로그램에 기

여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10톤의 식량배급, 10만 달러의 현물지급, 

21,600여 명의 사람들이 식량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WFP는 수립된 국가전략계획 중 특히 4가지의 전략결과(strategic results)를 달

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략결과 1은 ‘모든 사람의 식량 접근성 가능’으로 취

학 아동을 포함한 상지역의 인구가 충분한 식량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하는 내용

으로 정부의 식량 지원 및 특히 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한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결과 2는 ‘영양부족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

을 담고 있으며, 아동, 임산·수유부, 여아 및 영양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포함한 

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만성적 영양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

특별제공과 정부의 영양부족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달성

목표로 제시된 전략결과 3은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로 기후충격과 다른 외부 충

격에 취약한 인구의 회복력 있는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시장 연계 및 통합위기관리를 통한 기후적응 및 개선된 생활환경

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략결과 4는 ‘SDG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식량 영양안

보, 사회보호,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2023년까지 달

성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앙·지방 정부의 식량 영양안보 분석 능력, 긴

급구호 준비 및 응, 가치사슬 관리 등의 내용을 세부 활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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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자기구

2.3.1.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일본국제협력기구에서는 세네갈의 관개시설 계획을 위한 쌀 생산성 개선 프로

젝트(Project on Improvement of Rice Productivity for Irrigation Schemes of the 

Valley of Senegal: PAPRIZ)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세네갈강협곡(Senegal River 

Valley: SRV) 지역의 관개시설 개발과 쌀 생산성을 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

년 다가나와 포도르 지역을 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JICA 2014).

이 사업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사업에서는 1) 고효율 쌀 재배 영

농기술 구축, 2) 관개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메커니즘 구축, 3) 농가의 재정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4) 국내 쌀 유통채널 확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2차 사업에서는 

1) 쌀 재배 마스터플랜 구축(2018~2027), 2) 관개시설 기술협력, 3)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 제고와 4) 기계화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쌀의 저장 및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치사슬에 한 마스터 플랜이 부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SRV 지역의 쌀 가치사슬 마스터 플랜이 구축되어 소규모 도정업자와 매칭펀

드 방식으로 석발기 및 선별기 등의 농업설비를 공급하였다(JICA 2014).

JICA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

단되며, JICA가 저장과 유통을 위해 수립한 마스터 플랜과 관련된 자료는 유사 사

업 진행 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3.2.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 국제개발처는 Feed the Future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SRV 지역의 

성공적인 가치사슬 접근법을 확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개 쌀을 사업 품목으로 

채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의 핵심은 농가와 도정업자 그리고 은행 간 마케팅 플랫폼을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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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저장창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

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및 농민 조직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등의 역량 강화 및 기술을 지원했다. 

또한 자금 운영을 위해 미국개발신용기구(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를 통해 세네갈 민간농업 분야 은행에 융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자금 

및 농자재 지원에 한 융자체계 구축이 가능했다. 해당 사업은 신용기금 개설과 

신용보증기금 지원과 관련한 선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중심의 

쌀 가치사슬 강화와 관련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USAID의 세네갈 Feed the Future 프로그램33)

세네갈은 USAID의 농업부문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의 12개 중점국가 중 하나

이다. 세네갈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는 시장연계, 수확 후 시설 개선, 자

본 접근성 증 , 민간부문 비지니스개발, 공공부문 역량개발을 통한 쌀, 옥수수, 수수, 

수산 분야의 가치사슬 생산성 확 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 주민의 의사결

정 역량을 높이고 세네갈 농수산부문이 지속적으로 고용창출 및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세네갈의 중요 산업인 수산부문의 개혁을 이끌었다. 

세네갈 Feed the Future 국가계획은 농업 및 영양개선을 목표로 세네갈 정부, 시민사

회, 민간부문 및 기술 재정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궁극

적인 달성 목표는 세 가지 주요 목표인 1)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 2) 탄력성 증 , 3) 영양 

개선을 통해 세네갈의 기근, 영양실조, 빈곤을 줄이는 것이다. 한 예로 Feed the Future 

Yaajeende 프로젝트는 7년간 8백여 개의 공동체, 총 1백만 명이 넘는 수혜자를 상으

로 공동체 기반의 네트워크 강화, 영양 및 보건 개선을 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Feed the 

Future Naatal Mbay 프로젝트를 통해 13만 농민들이 쌀, 옥수수, 수수 250,000톤을 생산

하는 데 필요한 3천 1백만 달러 규모의 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식량안보가 증 된 것으로 나타났다(USAID 2018).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Feed the Future 2단계는 폭넓은 국가계획의 프로

젝트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Zinguinchor, Sedhiou, Kolda, St Louis, Fatick, 

Kaolack, Matam 및 Kaffrine 등 총 8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2단계의 첫 

해인 2018년에는 농업농촌 분야를 위한 6천 4백만 달러의 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약 14만 가구가 Feed the Future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후변화 영향

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20만 명에 달했으며, 1백 5십만 ha의 토지에 해서는 

자연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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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국제사회의 세네갈에 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농산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생산성 증 ,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도

로, 관개수로 등 인프라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 하려는 세네갈 정부의 전략 목표

에 따라, 캐나다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관개시설 지원 사업, 일본은 수산자원개발 

인프라, 프랑스는 수력을 이용한 발전, 도로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국가 전략 방향 대표 사업 내용 및 성과

캐나다
영양 지원, 농산품개발 및 사업화 지
원, 생산 증대, 신용접근성 개선, 농촌
경제개발 지원

Niayes의 경제개발 및 계획지원 프로그램
- 13개 태양에너지 활용을 포함한 136개의 현대 관개시설 지원 

및 농민 훈련. 수혜자 20,593명 중 27%는 여성. 1,245개 일
자리 창출(여성 61%)

미국
민간 분야의 투자, 훈련, 연구, 영양 및 
수산품, 식량안보·탄력성, 정책개선과 
가치사슬 분야

Feed the Future : 쌀, 수수, 옥수수개발 지원
- 26,442,390달러 판매가치 증가, 25,331,794달러의 농업

농촌대출 증가, 신규 민간부문 투자 5,788,201달러 증가, 
15,183개 직업 창출, 관개설비를 통한 쌀 생산량 161,343톤 
증가

프랑스

▵ 다양성,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갖는 
농업을 통해 식량자급과 가족농(농업 
분야의 90%에 해당)의 현대화와 ▵자
원·토지관리와 사회경제관리와 관련
된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
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

공동체 인프라(수력이용 농업계획, 농촌 도로, 마케팅 등)에 대
한 공공 분야 투자를 통해 세네갈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포괄적
인 농촌개발 정책실행 지원

일본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개선된 식
량안보 거버넌스, 소규모 원예재배 농
가 지원, 천수답기반의 쌀 생산 지원, 
관개시설과 연계된 쌀 가치사슬개발

고품질 쌀생산, 원예상품의 품질 향상, 수산업 인프라 확보
- 식량안보와 영양, 종자인증 기술 역량 강화, 관개시설 포함 쌀 

생산 마스터플랜 수립

이탈
리아

소농(특히 여성)의 마케팅 및 생산요소 
관리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 센터와 활동훈련의 활성화와, 3개의 시험 농장 운영, 
600ha의 쌀경작지개발, 쌀 종자 생산 연구, 10개 곡물은행 설
립, 농업기계 공급, 5,000ha 농지정지 및 개발, 100㎞ 농촌도
로 건설, 67개 원예농장 건설, 소액금융 프로그램(6억 유로)

한국 개선된 쌀생산성을 통한 농촌경제개발

고품질 쌀 종자 선별, 생산자의 역량 강화, 관개시설 설립, 식수 
공급체계 구축
생루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15개 신품종 도입, 포도르지역 관
개 시스템 개선 및 농민조직 설립, 농업교육과정개발

표 3-6  국제사회 對세네갈 농업 분야 ODA 전략 및 프로젝트 사례 목록

33) Feed the Future 웹사이트(https://www.feedthefuture.gov/: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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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가 전략 방향 대표 사업 내용 및 성과

EU
회복탄력성, 식량안보, 농업생산성 및 
가치사슬개발

지속가능한 관리 토지 비율 5% 증가

세계
은행

국가농식품연구기금(FNDASP), 농림
수산개발기금(FNRAA) 재정 지원
농업연구 및 민간부문 협력 지원

쌀 경작지 2,500ha 개간, 농업기자재 제공, 저장시설 구축, 24
가지 다수확 기장, 수수, 땅콩 및 대두콩 종자 26,000톤 생산, 
국가농식품연구기금과 국가농림수산개발기금을 통해 지원된 
86개 연구개발 프로젝트, 250명의 박사와 석사급 장학금 지원, 
지역공동체와 민간부문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농지 10,000ha
개발

자료: Sakho(2019)를 토 로 저자 작성. 

3. 우리나라 對세네갈 중점협력 전략 및 지원방향

3.1. 세네갈 국가협력전략(CPS)

세네갈의 국가 중점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세네갈 국가도약

계획(PSE, 2014~2023) 및 우선순위 사업추진계획(PAP, 2014~2018)에서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연 와 법치를 통한 20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인구의 약 56%(2015)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농 간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한 격차가 심

한 바,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및 농업의 발전

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농업부문은 지역개발 분야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개발

을 통한 균형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다(관

계부처합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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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 주요 내용

중점협력 분야 주요 내용

지역개발 및 수산업
∙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어민 소득 증대

교육
∙ 교육의 질적 접근성 개선
∙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안전한 식수 접근성 향상 및 위생 개선
∙ 지역 모자보건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개선

교통
∙ 해양 인프라 구축
∙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이용편익 향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1).

3.2. 우리나라 ODA 지원 현황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지원국으로 2019년 세네갈에 지원된 ODA 총 

예산은 577억 원이다. 이 중 중점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575억 원으로 전체 예산

의 9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네갈 농림수

산 분야에 지원한 ODA는 1천 2백만 달러로 전체 ODA의 12%였다<표 3-8 참조>.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총액 65.21 3.41 9.11 3.93 11.38 113.20 12.31 100.78 

농림수산 분야 0.42 0.40 0.58 0.80 8.76 2.59 10.09 12.13 

농업 분야 0.324 0.328 0.285 0.571 7.826 2.085 9.935 1.716 

수산 분야 0.10 0.07 0.29 0.23 0.93 0.50 0.15 10.41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0.6% 11.7% 6.4% 20.4% 77.0% 2.3% 82.0% 12.0%

주: 농림수산 분야(CRS code: 310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34)

표 3-8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ODA 지원 변화 추이

34)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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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13년부터 2017년 지원까지 세네갈에 지원한 농림업 분야 사업

은 다음과 같다. 전체 농업 관련 사업은 5년간 총 24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서 16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했으며, 해양수산부, 한

국수출입은행, 농촌진흥청, 경상북도가 각각 3개, 2개, 2개, 1개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 사업’,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한국국

제협력단에서는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 사업’, ‘세네갈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소득 증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

슬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0> 참조).

번호 담당 정부부처 사업명

1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소득증대 사업(2015~2018)

2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2014~2017)

3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2014~2017/3백만 달러)

4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016~2022/8백 50만 달러)

5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2016~2019)

6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2016~2020)

7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2017~2019/40만 달러)

8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2017~2018/1백 20만 달러)

9 한국수출입은행 냉동창고 건립사업(2019~2020/50만 달러)

10 한국수출입은행 냉동탑차 공급사업(2019~2020/50만 달러)

11 경상북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2014~2018/1백 10만 달러)

자료: ODA Korea 통계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35)

표 3-9  우리나라의 기관별 농업 분야 ODA 사업 현황

사업유형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업개발 및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지원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과 같이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농업개발 이외에도 농촌개발, 비정

규 농업훈련,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어업 교육 및 훈련 등의 다양한 ODA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0> 참조). 

35)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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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ODA 지원 사례

3.3.1.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는 세네갈의 농업 생산성 증 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프라 지원을 위주

로 농업 분야 2개 사업(▲농업생산성 증  사업 ▲ 농업기술학교 역량 강화 사업

2014-2018/300만 달러)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 농업 생산성 증 를 통한 생

산농가의 빈곤 해소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 교사의 역량 개

발 및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세네갈 농업기술학교의 교육의 질 개선 ▲ 농민 및 농

업 분야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사업 상지역은 생루이 세네갈 강 

유역, 파틱주, 니아예, 카자망스강 유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세네갈 환경에 적

합한 벼 재배 기술개발 및 관련 연구 ▲ 벼 재배 기술 보급 및 교육훈련 ▲ 양파종자 

보증종자 공급체계 구축 ▲ 학교 건축 및 기숙사, 농기계 정비실습 교육실 등 교육

시설 확충 ▲ 교사의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개발이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4a, 한

국국제협력단 2014b).

KOICA는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016~2022/850만 달

러)’ 후속 사업으로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0~2025/ 

1,100만 달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수확 후 관리 개선을 통한 쌀의 공

급 및 판매량 증  ▲ 현 화된 양곡창고 등의 농업시설과 농기계 확 ·보급을 통

한 생산성 개선 ▲ 농민을 포함한 가치사슬 참여자에 기술전수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달성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 상지역은 세네갈 강 유역(SRV)의 생루이, 

포도르 지역으로 사업 세부 내용은 ▲ 농기계 서비스 센터 설립 ▲ 농기계 구입 보

조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 ▲ 농가 및 농민조직 역량 강화 ▲건조·저장 센터를 포함

한 수확 후 관리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 맞춤형 농업금융 서비스 지원을 포함

한 쌀 가치사슬 금융 서비스 확  등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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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농촌진흥청(KOPIA)36)

세네갈 KOPIA 사무소는 2013년 개소하여 현재 소장, 연구원 2인, 연수생 1인, 

현지 직원 4인 등 총 7명이 근무 중이며, 사무동 1개동, 시험포장 1,625㎡, 온실 

180㎡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세네갈 농업연

구청(Institut Sénégalais de Recherches Agricoles: ISRA)과 협력관계에 있어 공동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세네갈은 쌀, 양파, 땅콩이 주요 작물이며, 매우 기초적인 수준

의 기계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세네갈 북부 지역(한국의 ODA 지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개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

으로, 농업 생산 환경만으로는 3모작까지도 가능한 기후환경이지만, 기술적인 문

제(종자의 품질, 재배 기술)로 인해 연 1회만 수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분야

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세네갈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청

년인구가 줄어들고, 노동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KOPIA의 시범마을 사업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지정리,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에 

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화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로 브라질, 인도의 농

기계 업체가 진출해있으며, 세네갈 자국의 기업은 부품 수입 후 조립품을 만드는 

단계이고 주로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다. 

KOPIA 센터의 현장 적응성 실험 결과, 양파의 46개 품종 중 생산성, 저장성이 

우수한 2개 품종을 선발했으며, 향후 ISRA 측과 연구를 통해 농가 보급 계획을 수

립 중에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품종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50%이다. 특히 종자의 저장성이 떨어지고, 교통도 좋지 않아 농산물 유통과정에

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세네갈 KOPIA 센터에서는 ① 땅콩 분지의 밭벼 재배 시스템 강화 

② 우량 양파 종자생산 및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증  실증사업 ③ 세네갈 땅

36) 세네갈 KOPIA 사무소 제공(2019. 8. 26. 현지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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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분지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복합영농 시범마을 조성 ④ 세네갈 남부 

축산 농가의 우유 생산성 증  및 자급 사료개발 ⑤ 세네갈 참깨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신품종개발 및 윤작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4. 세네갈의 농업부문 이해관계자 분석 및 중점 분야 선정

4.1. 개발협력 추진체계

세네갈의 ODA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및 기술계획실행조직

(Technical Planning and Implementing Organisation)을 통해 사업의 기획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다. 농림수산의 유관부처로는 농업농촌시설부(MAER), 수

산경제부(MPEM), 축산동물생산부(MEPA), 환경지속가능개발부(MEDD) 등이 

있으며, 국가식량안전회의 의장과 민간부문의 관계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다. 모든 국가 행사와 반기마다 진행되는 Malabo 선언의 농업 분야 이행점검(Joint 

Review of the Agricultural Sector) 협의체로, 연 1회 활동한다. 기술협력과 모니터

링·평가 사무국은 분야별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부처별 장관이 위원장), 분야별 

계획에 한 실행 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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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세네갈 ODA 운영 체계도

[운영위원회 및 기술계획실행조직]

농업농촌시설부(MAER)

의장: 국무총리

축산동물생산부(MEPA) 환경지속가능개발부(MEDD)

수산경제부(MPEM) 경제재정기획부(MEFP) 보건사회행동부(MSAS)

국가식량안전회의 의장(SE/CNSA)영양결핍제어팀(CLM)국가연대사회보장 대표단(DGPSN)

사회정치담화조직(GDSP) 기술재정파트너(PTF) 민간부문(private sector)

중소기업상업소비비공식부분부(MCCSIPME)

[기술조직 및 모니터링-평가 위원회]

축산동물생산부 차관보

환경지속가능개발부(MEDD)

수산경제부 차관보

경제재정기획부 차관보

보건사회행동부 차관보

국가식량안전회의 의장(SE/CNSA)

국가연대사회보장 대표단 차관보

사회정치담화조직(GDSP)

기술재정파트너(PTF)

영양결핍제어팀

민간부문(private sector)

중소기업상업소비비공식부분부(MCCSIPME)

의장: 
농업농촌시설부(MAER)

[PNIASAN 프로젝트 지역조직 및 모니터링 체계]

농업농촌시설부 지역사무소 축산동물생산부지역사무소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지역사무소

수산경제부 지역사무소 경제재정기획부 지역사무소 보건사회행동부 지역사무소

국가식량안전회의 지역사무소영양결핍제어팀 지역사무소국가연대사회보장 지역사무소

지역 민간부문

의장: 지역 주지사

자료: Sakho(2019)를 토 로 저자 작성. 

농업농촌시설부 장관은 유관부처 및 기관의 차관보급 인사들로 구성된 기술 조

직 및 모니터링-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심사,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계획 및 실행팀은 농업정책, 식량안보 및 영양, 정책 화를 위한 계획, 모니터링, 

평가 업무를 지원하며, 지방의 서비스와 사회 전문기관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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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지역단체장이 운영하는 하는 사회정치 정책 화 그룹은 PNIASAN의 실

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자문역할, 시민사회, 농업 분야의 민간부

문, 농업전문기관, 국가농업위원회, 상업위원회, 여성조직, 청년조직, 비정부기

구, 기술 재정 파트너로 구성된다(Sakho 2019). 

4.2. 중점 지원 협력 분야 선정 및 분석 결과

4.2.1. 중점 지원 협력 분야 선정

세네갈 북부 생루이(Saint Louis) 지역의 좌측은 프랑스, 우측은 한국이 주로 지

원하는 지역이다(<그림 3-6> 참조). 프랑스의 경우 벼 종자에서 계약 재배, 미곡종

합처리시설(RPC)까지 민간기업이 진출해있고, 이를 ODA와 연결하여 추진 중이

다. 현지 면담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생루이 지

역에 그동안 지원한 ODA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벼종자개발(R&D), 관개시설 지원, 농

업기술 훈련센터 등 농업기술 협력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개발효과성 측

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NIASAN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제는 기술협력 활동 그룹(Agricultural Working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현재 KOICA가 한국 표로 참여 중이다. AWG 참여를 통해 세네갈 

농업 분야 정책(PRACAS Ⅱ) 수립에 참여하여 양 국가 간 농업 분야 ODA 정책 일

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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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지역별 ODA 지원 국가 현황

자료: Sakho(2019: 25).

4.2.2. 중점 지원 작물 선정

박영호 외(2018)37)는 아프리카 현지조사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위치에 따라 달

라지는 농산품의 특징을 조사했다. 세네갈이 위치한 서부 지방에서 주로 소비되

는 식품은 쌀, 카사바, 식물유, 옥수수, 얌으로 FAO 통계에서 조사된 세네갈의 주

요 농산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되는 주요 식품에도 쌀, 밀가루, 식물

유, 팜 오일, 설탕 등이 들어가 있으며, 특히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이 주요 수입 식품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 쌀에 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소비

밀 쌀 카사바 옥수수 옥수수

설탕 카사바 옥수수 밀 밀

옥수수 식물유 식물유 쌀 식물유

식물유 옥수수 밀 카사바 설탕

쌀 얌 쌀 콩 쌀

표 3-10  아프리카 권역별 5대 식품

37) 2013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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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수입

밀가루 쌀 밀가루 밀가루 식물유

옥수수 밀가루 가금류 식물유 과일·채소

식물유 식물유 쌀 설탕 쌀

과일·채소 팜 오일 식물유 쌀 밀가루

낙농제품 설탕 설탕 과일·채소 설탕

자료: ACET. 2017. p. 114; 박영호 외(재인용). 2018. p. 184.

세계은행의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세네갈에서 생산되는 농작

물 중 두드러지는 증가를 보이는 작물이 쌀과 양파이다. 쌀은 정부의 지속적인 세

네갈 강유역(Senegal River Valley) 관개시설 확충과 농업용수 사용자협회(Water 

User Associations), 쌀 도정 민간업체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증

되고 있다. 종자 보급, 농기계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식량안보 확보에 미흡한 상황이다. 세네갈 농

업부 면담 결과, 세네갈 정부에서 소득 증  작물로 양파를 선정하고 중점 지원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2012)』38)와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연구(2015)』39)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적 비교우위에 있는 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품종 개발, 생산 인프라 개선, 저장 및 유통 개선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

자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있어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위: 천 ha, hg/ha,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작면적 147.2 109.2 117.7 108.5 135.0 237.3 221.3 169.6

생산성 41,033 37,171 39,892 40,181 41,417 38,194 39,038 42,116 

생산량 604.4 405.8 469.6 436.2 559.0 906.3 863.9 714.4

수입량 706.7 807.8 1,040.8 1,123.6 1,111.2 1,159.3 973.7 1,180.5

수입액 294,.7 376.3 450.5 460.2 414.8 382.6 325.6 428.8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0)

표 3-11  쌀 생산량 및 수입량 변화 추이(2010~2017년)

38) 주동주 외(2012).

39) 이대섭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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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네갈 쌀 가치사슬 심층분석

5.1. 세네갈 쌀의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 분석

세네갈 강유역(Senegal River Valley)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우 규모 농가는 

형 정미소와 직접 거래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소농들은 수집상을 거쳐 

소형 정미소로 판매된다.41) 이 과정에서 소규모 거래상들이 개입하기도 한다. 주

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수입되는 쌀은 수입업체를 거쳐 도매상에 판매되고 

있다(Sakho 2019).

그림 3-7  세네갈 쌀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

수입쌀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수입업체

국내 쌀: 세네갈 강 유역(Senegal River Valley)

대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

대형 정미소 수집상

소형 정미소

도매상

소매상(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소비자

소규모 거래상

자료: 박영호 외(2018: 86)를 토 로 저자 재작성.

40)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2019. 5. 29.).

41) 대형 정미소에서 수입업체로 쌀이 이동하는 것은 국산쌀 판매 의무 규제에 따른 것임. 세네갈 강 유

역(SRV) 지역의 대부분은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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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네갈 쌀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 해결 방안

종자의 품질이 좋지 않고, 농지정리, 관개수로와 같은 생산 기반이 열악하여 쌀

의 생산성이 낮다. 수확 후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기술 역량이 낮아 수확 후 손실이 

많고 품질도 저하된다. 열악한 도로 여건, 낙후된 운송 장비 등으로 인해 운송 과정

에서 손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표 3-12 참조>에 상세히 

설명된다.

쌀 가치사슬 분류 문제점 해결방안

생산 
단계

투입재

종자 ∙ 현지 토양에 부적합한 종자
∙ 우수 종자 보급을 위한 R&D 확대· 종자 

보급 시스템 강화

비료 ∙ 부적절한 비료 사용량 ∙ 시비법 교육 훈련

기타 ∙ 낮은 금융접근성
∙ 소농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제

도 도입
∙ 취약층 신용 확보 제고

토지

토지 관리
∙ 파일럿 경작지에 대한 보상 필요
∙ 낮은 여성의 토지 접근성
∙ 농기업에 불리한 토지제도

∙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농지 할당
∙ 여성농에 새로운 관개농지 할당 촉진
∙ 농가공기업과 계약재배 가능성을 토대

로 우선순위 설정 

관개시설
∙ 낮은 관개시설 이용률
∙ 열악한 배수로

∙ 관개시설에 적합한 농기술 활용
∙ 배수시설에 적합한 농기술 활용

농업
기술

생산기술 ∙ 농지정리와 관련한 이모작 제한 ∙ 시기적절한 농지정리를 위한 기계화

기계화 ∙ 기계화 부족 및 높은 구매 비용
∙ 트랙터 및 생산기계 업체 진출, 투자
∙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제도 도입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기술

기간 ∙ 이모작으로 인한 시간 제한 ∙ 수확시기에 맞는 농기계 사용

기술 ∙ 수확기계 부족 및 이용 비용 ∙ 수확기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인프라
건조시설 ∙ 건조 시설, 설비 부족 ∙ 건조장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저장시설 ∙ 현대화된 저장시설 부족 ∙ 저장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가공
가공
기술

가공기술 ∙ 가공 설비 및 기계 부족 ∙ 가공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가공설비 ∙ 불충분한 산업가공시설 ∙ 산업가공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저장 저장

저장시설 ∙ 불충분한 저장시설 ∙ 적정저장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관리
∙ 적은 민간부분 저장관리회사 수
∙ 저장관리체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

∙ 전문적인 저장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훈련 지원

표 3-12  세네갈 쌀 가치사슬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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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쌀 가치사슬 분류 문제점 해결방안

마
케
팅

운송

운송

∙ 저장관리체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
∙ 농가에서부터 트럭운송까지의 

낮은 접근 이용성
∙ 도심지역 심각한 교통체증
∙ 열악한 지방 도로 인프라

∙ 운송 트럭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 유·무상 협력,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량 접근성 

강화

마케팅
∙ 수입쌀에 비해 열악한 마케팅
∙ 소비자 시장 조사 미흡

∙ 지역쌀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품질
관리

식품안전 ∙ 저품질 쌀 자급자족
∙ 자급쌀 도정을 위한 소규모 도정 시설 

보조금 및 투자 지원

품질관리 ∙ 시장에 판매되는 쌀 품질개선 필요 ∙ 생산자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케팅
소비자 
선호

∙ 아로마향 쌀 선호 ∙ 생산자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 Sakho(2019)를 토 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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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

1. 중장기 지원 방향 및 분야 선정

세네갈 식량안보와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적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해야 한

다. 세네갈의 국가도약계획(PSE)에서 농업부문은 주로 관개 시설 확장개발, 식수 

및 관개수로용 담수화 플랜트 등 주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식량 및 영양

안보와 생활환경의 개선, 농업 가치사슬에서 취약층의 사회경제적개발에 걸림돌

이었던 수확 후 관리 및 저장부문에 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

를 통해 취약층(여성과 소농)을 위한 농업 분야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어, 우

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형 ODA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품종개발 및 보급’에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다(주동주 외 

2012). 농촌진흥청 KOPIA 센터와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쌀의 종자 

선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 와 농가의 소득 증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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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세네갈 우리나라 국제사회

주요 정책 또는
지원 국가(기구)

∙ 국가도약계획(PSE)
∙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

램(PNIASAN)

∙ 중점협력전략(CPS) 
∙ 한국형 ODA 프로그램

∙ USAID, 프랑스, 중국 등

주요 목표 또는 
지원 분야

∙ 농업생산성 증대
∙ 식량안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
라 개선

∙ 쌀 생산

∙ 민간부문 투자 촉진
∙ 영양개선

지원 수단 ∙ 민간부문 협력
∙ 인프라 개선
∙ 농민 교육 훈련

∙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특징
∙ 관개 인프라 지원
∙ 민간투자 촉진

∙ 품종개발 및 훈련
∙ 농업기술 역량 강화

∙ 농업부문과 타 분야가 통
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
램형 지원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세네갈,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지원 정책과 목표, 지원 수단 요약

2. 개발협력 지원 목표와 전략 체계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에 따르면, 2019년 5월 아프리카 륙자유무

역지 협정(African Continental FTA: AfCFTA)의 발효 이후 2022년까지 역내 교

역이 2010년 비 2022년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TRA 2019). 정

치경제적으로 서아프리카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세네갈의 국가경제에서 농

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확 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한 세네갈의 정책, 우리나라의 비교 우

위 지원 분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주요 추진 목표에 따

른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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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량안보 확보

2.1.1. 중점추진 분야 및 주요 추진 과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정점 분야로 ① 다수확 품종 도입, ② 종자 보급 체계 개

선, ③ 생산 환경 개선을 제시한다. 다수확 품종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는 ▲ 신품종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 종자개발 및 보급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

화를 고려할 수 있다. 종자 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 신품종 보

급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농가 단위 종자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제공 등이 

있다. 농업농촌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 농지정리 및 관개수로

를 포함한 관개 인프라 개선, 마을단위 물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량 강화 ▲ 농

업기계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및 농기계 은행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1  세네갈 ODA 지원 목표 및 중점 지원 추진 분야

지속가능한 농업가치사슬의 확대를 통한 포용적 농촌개발

식량안보 확보 농가 소득원 다양화 민간부문 투자 확대

목표

기본
방향

중점
추진
분야

주요
추진
과제

 농업관련거버넌스체계구축
 농식품 민간기업투자확대
 농산물 품질 관리역량강화

 신품종재배기술보급시스템구축
 저장 및 가공 인프라 개선
 가공 기술 역량 강화

 우량품종 도입 제도 개선
 우량종자생산·보급체계구축
 농지정리및관개인프라개선

 다수확 품종 도입
 종자 보급 체계 개선
 생산 환경 개선

 재배 작물 다양화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
 저장 및 유통 환경 개선

 농업 정책 및 제도 개선
 민간기업 투자 촉진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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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진 방식 및 주요 성과 지표

농촌지도(extension)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식량작물 신품종 재배 기술을 교육·

훈련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종자 판매 농가를 상으로 종자를 보급하고 판매

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한다. 농지정리, 관개수로 개선 등의 생산 인프라 정비를 통

해 개선되는 물관리는 지역주민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

진되어야 지속가능하므로, 이에 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은행과 같은 방식의 지원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요 성과 지표로는 결

과(outcome) 지표는 식량안보 지수 개선, 쌀 생산 및 수출 증 , 산출물(output) 지

표로는 보급된 신품종 수, 종자 생산 농가 수, 증가된 관개 면적 등이 있다.

2.2. 농가 소득원 다양화

2.2.1. 중점추진 분야 및 주요 추진 과제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① 재배 작물

의 다양화, ②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 제공, ③ 저장 및 유통 환경 개선이 있다. 재배 

작물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 추진과제로 ▲ 양파, 참깨, 땅콩 등 경제

소득 작물재배 기술과 관련한 역량 강화 ▲ 신품종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가 

상 역량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

진과제로 ▲ 농촌지도사 교육 훈련 ▲ 여성 농민 및 소농 상 재배기술 교육 제공

이 있다. 저장 및 유통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과제로 ▲ 저장

고, 집하장, 물류 시설 기자재를 포함한 저장 및 가공인프라 개선 ▲ 가공 기술 훈

련 제공 ▲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역량 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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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추진 방식 및 주요 성과 지표

농촌진흥청 KOPIA센터에서는 땅콩 재배 기술, 양파 우량종자 생산 및 기술 보

급, 참깨 신품종개발 및 윤작 체계 확립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범포 재배에서 농가 단위 시범사업까지 규모를 확장해나가면서 새

로운 경제작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네갈 농업 관련 공

무원,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농촌지도사를 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작물이나 품종에 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농과 여성 농민을 

상으로 훈련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공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부가가

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 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주

요 성과지표로는 결과(outcome) 지표는 신품종 도입률, 농가 소득 증 율, 농촌지

도사의 농민 상 교육과정 개설 수, 산출물(output) 지표로 신품종 적응성 재배 건

수, 농촌지도사가 교육한 농민의 수, 저장·집하장 건립 수 등이 있다.

2.3. 민간부문 투자 확대

2.3.1. 중점추진 분야 및 주요 추진 과제

민간부문 투자 확 를 위한 중점추진 분야로 ① 농업정책 및 제도 개선, ② 민간

기업 투자 촉진, ③ 역내 농산물 수출 확 를 제시한다. 농업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 ▲ 공무원 역

량 강화 ▲ 농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있다.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 

농식품 기업의 세네갈 진출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지원제도 활성 방안 마련 ▲ 해

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 ▲ 국내 유·무상 연계 등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

적 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고려할 수 있다. 역내 농산물 수출 확 를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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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가, 서아프리카, 유럽 상 수출 확 를 위한 농산물 품질 관리 역량 강화 ▲ 

수출 관련 검역 역량 강화를 추진 과제로 꼽을 수 있다.

2.3.2. 추진 방식 및 주요 성과 지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개선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따라

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가 제 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사

업 이행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

해 KOTRA가 지원하는 민간기업 해외진출 제도, 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

관 사업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뒤따

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 위험을 경감하여 민간의 투자가 더

욱 촉진될 수 있다. 또한 현재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훈련 학교, 기존

에 수행한 관개수로 건립사업 등이 수행된 지역(북부)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과지표로는 결과(outcome) 지표는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수, 농산물 수출 증가율, 농가 소득 증 율, 민간투자액 

증가율, 산출물(output) 지표로 농업 유관기관 간 제도개선 T/F 설립 및 운영횟수,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수, 농산물 품질 관련 역량 강화 훈련 건수 등이 있다.

2.4. 전략 이행의 수단 및 방법

앞서 제안한 주요 전략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사업은 주체별로 양자, 다자 간 형태로 구분되며, 상환의 의무가 없는 

증여(Grant)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경감, 식량원조, 긴

급지원 및 고통 경감, NGO 에 한 지원, 민관파트너십 기부금, 개발인식 확산기

금, 행정비용 등의 형태를 가진다. 농업 분야는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농민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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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에 한 기술 교육 및 훈련, 국내외 농업기술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컨설팅, 

농업 정책 및 기술 자문, 농업 기술개발(R&D), 기업과의 협력(CSR, CSV), 시민사

회와 협력(NGO), 봉사단 파견 등의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농업 및 농

촌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FAO, WFP, IFAD 등의 국제기구와, WB, AfDB 등

의 금융기관들과 함께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살리고 개발효과성 증 를 위해 협

력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유상(EDCF)과 무상 원조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

해 통합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4-2  ODA 지원 형태와 세네갈 농업부문 지원 수단(예)42)

사업
주체

상환조건 원조 형태 세네갈 농업부문 지원 수단

양자간
증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경감 식량원조  긴
급지원 및 고통 경감  NGO에 대한 지
원  민관파트너십 기부금  개발인식 
확산기금  행정비용

 프로젝트  기술협력: 농민 및 농업지도사 
교육·훈련, 농업기술 전문가 파견, 농업 정
책 및 기술자문, 조사연구, 기술개발  기업
(CSR, CSV)  시민사회(NGO) 협력사업, 
봉사단 파견

비증여  차관  주식취득  차관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 협력(멀티바이) 사업 지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자료: ODA 정보포털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2)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1000S03: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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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우리나라는 세네갈에 3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여국이다.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세네갈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지역개발 및 

수산업,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의 4개 분야에 해 전체 예산의 부분

(99.8%)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

제협력단의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  사업’,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 

사업’,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 강화 사업’, 농촌진흥청 KOPIA 센터의 ‘농촌개발 

시범마을 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부분 세네갈의 북부 지역

에 집중되고 있으며, 관개수로 건립, 농지 정리 등 생산 인프라 위주이다. 그러나 

KOPIA 센터의 땅콩, 양파, 쌀 우량 품종개발 R&D 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기

술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훈련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ODA는 북부 지역에 지속하는 것이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북부 생루이 지역에서 쌀 

종자 보급, 생산 인프라 지원, 미곡종합처리시설(RPC) 지원, 수매까지 쌀의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ODA와 민간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도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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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된 농지정리, 관개수로 사업과 연계하여 우량 품종 보급을 통한 쌀 생산성 

증 , 농업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이 추가되면 지속가능성, 

사업의 영향(Impact)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CSV 형태로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세네갈에 한 우리나라의 ODA 지원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의 확

를 통한 포용적 농촌개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는

데, 첫째, 식량안보의 확보, 둘째, 농가 소득원 다양화, 셋째, 민간부문 투자확 이다.

첫째,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서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

한다. 현지조사 결과 쌀, 양파, 땅콩 등 세네갈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나, 전통적

으로 재배해 온 작물의 종자 품질이 극히 열악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단위에서 종자에 한 접근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자가 채종이 거듭되고 있어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구조

에 있다. 따라서 우수한 품종을 소농에게까지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제도적·행정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농지정리

와 관개 인프라 개선은 생산성 증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가

뭄과 홍수 등의 재해, 재난에 회복탄력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위

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쌀을 주요 작물로 선정하였지

만, 양파, 땅콩 등의 다양한 작물을 농민에게 소개하고, 재배법을 교육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농업기술학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작물과 품

종 보급과 기술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며, 저장과 가공 인프라 지원, 가공 기술 훈련

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확 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세네갈의 국내외 농업 관련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

속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서아프

리카지역 역내, 중장기적으로 유럽으로까지 농산물 수출을 확 하여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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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수확 후 관리 

기술, 검역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

하여 판매, 마케팅까지 가치사슬이 확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민관파트너

십의 형태로 민간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2. 결론

2019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ODA 예산은 2010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2,003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은 ODA 분야에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지속적인 증

가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미흡하여 원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원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파리 선언에서는 수원국의 정부 정책과 공여국 정부

의 정책 간 일관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상 국가인 세네갈은 국가의 가장 

큰 정책비전인 ‘세네갈 국가도약계획(PSE)’을 통해 2035년까지 신흥 경제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네갈의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비아, 기니비소, 기니, 모리타니, 말리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국으로 역할을 하

고 있어, 역내에서 정치적·경제적인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 하다. 

이러한 세네갈의 노력에 더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세네갈의 농

업 분야에 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세계은행은 규모 쌀 경작지 개간, 농업 기자

재 제공, 저장시설 구축 등의 인프라 사업과, 86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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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세네갈의 가장 큰 공여국인 프랑스는 식량자급과 가족농의 현 화를 주

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동체 인프라에 

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중심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미국은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쌀, 수수, 옥수수의 판매

를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의 농업기술(우량 

종자개발 및 보급, 관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KOPIA센터를 통한 기술 보급, 

KOICA를 통한 세네갈의 북쪽 지역 쌀 생산성 증 와 같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 정부의 100  국정과제 중 99번째는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

력 강화’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확 해가는 추세이며, 다양한 이행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

술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농민과 농업지도사에 한 농업 기술 교육 및 훈련, 국내

외 농업기술 전문가 파견, 농업 정책 및 기술 자문, 기술개발(R&D), 기업의 참여

(CSR, CSV), 시민사회와 협력, 봉사단 파견 등의 활동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다. FAO, WFP, IFAD 등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 WB, AfDB 등의 금융기관

들이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살리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

력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상과 무상 원조 간의 협력

을 통해 국가,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농

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농업 분야 전문부처·기관과 외교부, KOICA가 있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 

aT센터, KOTRA는 개발도상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농식품 기업을 상으로 행정

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DCF를 통해 규모 인프라와 지역개발 사업을 연

계할 수 있으며, 농업 정책과 농업기술에 전문성을 지닌 농업 관련 유관기관들과

의 협력, FAO, IFAD, WFP와 같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 다자성 양자

(Multi-bi) 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세네갈의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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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네갈 주요 품목별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 2010 2012 2013 2015 2016 2017

1 자본재 77,514 109,610 55,050 85,570 78,165 86,531

2 소비재 775,376 828,881 991,372 869,687 796,387 981,170

3 생산재 901,955 1,213,545 1,113,557 938,235 1,041,158 1,110,792

4 원자재 330,810 379,040 499,148 555,580 621,307 764,834

5 축산품 247,578 287,424 345,499 298,246 346,993 401,767

6 화학제품 303,515 382,389 277,282 262,096 325,287 300,424

7 식료품 172,610 242,405 353,767 298,964 270,665 349,869

8 신발류 6,946 12,182 30,837 40,307 44,566 55,025

9 석유 436,104 360,804 439,199 362,449 282,196 441,762

10 피혁제품 2,913 16,135 28,193 18,535 12,426 14,138

11 기계/전자 55,337 82,169 56,386 82,786 65,710 69,730

12 철강 128,360 183,147 168,728 92,531 90,145 124,296

13 미네랄 239,958 270,168 214,389 362,374 366,271 399,232

14 기타 9,800 9,205 11,839 168,705 115,138 11,641

15 플라스틱/고무 38,299 41,092 38,718 42,699 45,786 46,160

16 석재/유리 209,023 362,112 384,100 260,691 332,581 378,826

17 섬유의류 30,374 35,944 50,108 45,948 46,799 52,952

18 운송수단 42,933 63,912 21,102 22,953 26,864 40,457

19 채소 142,628 156,034 214,534 227,079 238,966 276,470

20 원목 19,283 26,545 26,308 25,307 29,885 26,294

전체상품 4,171,317 5,062,742 5,320,116 5,060,744 5,177,293 5,932,369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3)

43)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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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네갈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 2010 2012 2013 2015 2016 2017

1 자본재 861,203 1,138,999 1,142,756 1,257,605 1,318,549 1,524,247 

2 소비재 2,209,861 2,814,930 3,139,882 2,412,643 2,291,551 2,942,264 

3 생산재 870,221 1,113,710 1,069,983 984,509 1,001,565 1,165,028 

4 원자재 835,308 1,364,688 1,198,580 852,064 857,255 1,096,074 

5 축산품 151,960 127,236 108,875 99,760 103,208 127,287 

6 화학제품 335,738 481,899 484,188 441,282 463,028 521,507 

7 식료품 258,748 402,386 486,928 381,901 431,200 524,973 

8 신발류 21,568 16,514 15,565 12,136 12,232 15,183 

9 석유 1,428,275 1,845,812 1,943,671 1,316,000 1,084,869 1,473,799 

10 피혁제품 5,207 4,951 6,326 5,148 6,104 6,384 

11 기계/전자 663,009 805,895 895,005 961,599 968,217 1,169,843 

12 철강 307,192 395,342 414,146 369,503 377,914 512,072 

13 미네랄 103,225 161,799 45,240 67,490 69,987 76,673 

14 기타 75,648 100,509 112,649 200,478 130,801 170,515 

15 플라스틱/고무 107,358 217,385 241,390 215,454 210,603 244,141 

16 석재/유리 60,754 65,108 72,675 63,070 69,680 83,372 

17 섬유의류 117,692 129,215 155,194 152,650 140,614 152,513 

18 운송수단 347,119 475,025 390,537 400,353 489,871 505,970 

19 채소 668,640 1,038,431 1,008,358 751,105 764,239 979,517 

20 원목 124,707 166,709 171,434 157,425 155,345 164,923 

전체상품 9,553,434 12,866,544 13,103,384 11,102,176 10,946,833 13,456,285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4)

44)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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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세네갈의 對한국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자본재 - 2 44 1 358 25 38 105 

2 소비재 91 313 333 408 400 86 1,278 156 

3 생산재 939 1,330 3,129 3,044 4,723 4,439 5,532 4,764 

4 원자재 4,302 1,987 11,239 27,758 60,188 28,186 43,831 35,750 

5 축산품 4,968 8,925 13,263 28,338 61,322 28,972 45,674 26,655 

6 화학제품 - 80 - - - - 0 -

7 식료품 - - - - - - 738 9 

8 석유 - - - - - - - -

9 기계/전자 - 2 44 - 358 24 10 104 

10 철강 266 296 4,055 2,412 3,547 2,373 1,420 2,289 

11 미네랄 - - - 1 - 1,252 2,046 1,611 

12 기타 - - - - - 772 41 2 

13 플라스틱/고무 - 16 - 4 - - 59 -

14 석재/유리 - - - - - - - -

15 섬유의류 - 18 - - - - 32 -

16 운송수단 - 17 20 - - - - -

17 채소 - - 1 1 379 4 16 23 

18 원목 98 279 363 454 441 111 654 171 

총계 10,666 13,264 32,491 62,420 131,718 66,243 101,370 71,639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5)

45)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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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세네갈의 對한국 수입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자본재 16,857 6,774 7,663 10,406 8,714 14,032 6,797 20,818 

2 소비재 17,994 23,503 27,379 43,445 20,595 28,901 21,806 14,177 

3 생산재 4,864 11,394 30,126 26,967 17,838 24,003 20,591 20,365 

4 원자재 194 91 132 151 764 1,408 190 109 

5 축산품 49 - - 73 706 1,322 131 14 

6 화학제품 1,076 1,280 7,515 9,652 7,758 11,939 11,969 13,824 

7 식료품 144 23 4 25 46 78 77 310 

8 신발류 27 83 56 72 96 27 21 27 

9 석유 - - - 18,908 - 14,692 9,699 83 

10 피혁제품 14 1 2 2 2 8 10 -

11 기계/전자 15,342 3,497 5,121 7,834 7,296 6,233 5,628 7,479 

12 철강 410 3,187 10,350 4,081 1,258 2,206 765 1,802 

13 미네랄 113 1 65 63 55 86 77 -

14 기타 321 774 1,179 1,461 1,058 798 1,038 1,699 

15 플라스틱/고무 3,192 4,435 10,008 10,766 7,587 7,689 4,659 4,949 

16 석재/유리 45 12 17 16 5 104 1 6 

17 섬유의류 2,254 4,234 4,387 5,373 4,959 5,333 5,617 4,455 

18 운송수단 16,355 23,281 24,106 19,845 14,403 14,477 6,121 16,527 

19 채소 32 79 51 17 8 - 14 6 

20 원목 535 877 2,477 2,797 2,677 3,398 3,595 4,288 

총계 79,817 83,526 130,638 161,954 95,823 136,734 98,807 110,938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6)

46)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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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세네갈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부록 5

단위: ha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땅콩 1,195,573 865,770 708,950 916,750 878,659 1,135,339 880,000 940,000 

쌀(벼) 181,228 197,480 189,529 215,905 224,000 233,270 243,858 258,587 

기장 1,033,157 779,803 817,471 754,274 715,996 922,008 853,368 813,084 

수수 174,264 135,960 143,271 108,803 125,066 200,737 176,671 166,975 

옥수수 121,235 109,517 147,699 156,576 146,361 199,502 197,971 175,163 

면화 27,586 26,643 33,694 32,260 25,057 30,593 20,000 19,000 

사탕수수 7,083 6,221 5,462 4,789 4,227 3,950 3,945 3,940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7)

47)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QC: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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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세네갈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땅콩 1,286,856 527,528 692,572 677,456 669,329 1,050,042 719,000 915,000 

쌀(벼) 461,603 463,975 481,134 569,524 604,000 641,492 687,679 721,465 

기장 813,295 480,759 662,614 515,365 408,993 749,874 606,853 568,939 

수수 162,599 86,865 167,574 92,029 102,323 188,500 153,450 143,106 

옥수수 186,511 124,092 228,423 225,902 178,732 304,296 320,524 264,342 

면화 26,045 25,367 32,248 28,818 26,565 31,000 24,000 22,000 

사탕수수 822,438 723,811 637,087 559,918 495,338 463,990 464,484 464,979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8)

48)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QC: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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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세네갈 주요 생산물 총생산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쌀(벼) 175.62 136.75 142.82 140.49 177.84 191.99 189.67

땅콩 428.71 195.64 231.80 240.17 234.36 244.81 169.55

기장 249.60 157.92 192.19 153.97 125.28 152.94 126.37

수박 - - - - 131.23 103.17 99.93

카사바 57.08 52.84 60.49 48.48 87.42 99.45 96.29

옥수수 54.23 40.76 80.98 74.99 60.01 68.03 71.16

우유(젖소) 99.10 115.83 129.80 134.28 91.83 61.76 62.65

토마토 36.65 34.33 46.49 66.93 96.75 50.04 58.73

망고 - - - - 66.24 42.09 42.09

수수 49.90 28.53 47.97 32.97 37.67 46.20 40.07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49)

49)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QC: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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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세네갈 가축 사육 두수 변화 추이

단위: 두 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 5,571,335 5,515,600 5,887,068 6,081,341 5,381,312 5,645,950 6,008,589 6,036,245 

염소 4,754,845 4,886,630 5,038,115 5,199,335 5,381,312 5,518,725 5,591,002 5,723,047 

소 3,313,055 3,345,540 3,378,995 3,429,680 3,481,126 3,528,795 3,540,588 3,573,948 

말 523,005 520,360 534,124 539,309 545,242 544,948 549,773 550,798 

당나귀 449,503 452,787 455,304 458,692 463,279 468,398 477,829 480,089 

돼지 354,474 364,325 374,890 385,996 397,400 408,719 413,991 416,751 

양봉 300,000 305,000 310,000 313,000 314,000 314,723 334,236 334,419 

양계 40,449 44,171 43,393 48,796 54,513 56,897 56,678 59,951 

낙타 4,740 4,770 4,794 4,818 4,842 4,854 4,771 4,765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50)

50)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QC: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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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우리나라의 세네갈 ODA 사업 지원 현황(2013~2019년)

단위: 천 달러

구분 정부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유형 사업 분야 약정액

1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 2016~2022 프로젝트 농업개발 8,500

2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소득증대 사업 2015~2018 프로젝트 농업개발 -

3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2014~2017 프로젝트
농업정책/ 
행정관리

3,000

4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 2014~2017 프로젝트 식량생산 3,000

5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 사업 2014~2017 프로젝트
농업 관련 
교육/훈련

3,054

6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2017~2019 프로젝트 수산물 유통지원 400

7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 2017~2018 프로젝트 수산물 유통지원 1,200 

8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2016~2019 프로젝트 농업개발 -

9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2016~2024 프로젝트 농업개발 -

10 경상북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2014~2018 프로젝트 농촌개발 1,118

11 한국수출입은행 냉동창고 건립사업 2019~2020 프로젝트 수산물 유통지원 4,919

12 한국수출입은행 냉동탑차 공급사업 2019~2020 프로젝트 수산물 유통지원 4,919

13 한국국제협력단 농촌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2016~2018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농촌개발 370

14 한국국제협력단 농업 지도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2018~2019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비정규 농업훈련 10

15 한국국제협력단 농업개발 관련 NGO봉사단 파견 2018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농업개발 4

16 한국국제협력단
비정규 농업훈련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2016~2017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비정규 농업훈련 128

17 한국국제협력단 (아산) 농업개발 과정 2017~2018 기타 기술협력 농업개발 36

18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수산 역량과정 (14-16) 2016 기타 기술협력
어업정책 
/행정관리

-

19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관개 및 농업용 수자원개발 2014 기타 기술협력 농업개발 85

20 해양수산부 연안도서국 수산 기술 및 정책 교육 연수 2017~2019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어업 교육/훈련 -

21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지역개발 역량 강화 2017~2019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농촌개발 -

22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농업공학 역량 강화 2017~2018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농업개발 -

23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관개 및 농업용 수자원개발 201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농업개발 -

24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 및 관개용 수자원개발(10명) 201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농업개발 -

자료: ODA Korea 통계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52)

52)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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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주요 공여국별 세네갈 농업 분야 지원 현황
(2010~2017년 총액)

부록 11

단위: 백만 달러

구분/주요 공여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
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전체 ODA 지원 1,612.5 1,790.0 444.6 142.3 148.7 712.0 319.3 

농업농촌 분야 379.0 222.6 63.6 62.1 48.0 38.9 23.1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8.5 2.3 4.2 - 0.4 15.1 3.0 

31120: 농업개발 137.1 102.4 18.9 58.0 13.3 16.9 13.5 

31130: 농지개발 - 3.6 2.5 0.0 0.1 0.1 -

31140: 농업용수자원 193.3 0.3 1.0 0.5 1.6 0.8 0.5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 0.0 6.8 3.0 3.3 2.8 -

31161: 식량생산 2.9 1.1 8.6 0.0 6.0 0.4 3.2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4 - 0.6 - - - 0.0 

31163: 축산 0.5 1.6 - 0.1 3.0 0.4 0.0 

31164: 농지제도 개혁
(경지정리 등)

- - - - - - -

31165: 농업 관련 마약 대체 
소득원개발

- 0.5 0.0 - - 0.1 -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 - 2.9 0.0 0.0 - 0.3 

31181: 농업 관련 교육/
훈련

0.0 0.3 8.4 0.2 1.4 - 0.3 

31182: 농업 연구 0.0 20.3 0.0 0.0 0.1 - -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1.6 - 2.8 - 1.0 - -

31192: 병충해 구제 - 0.2 0.3 - -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 17.4 1.4 - - - -

31194: 농업협동조합 - 0.0 4.2 0.1 0.9 - 0.0 

31195: 축산 진료 0.0 0.1 - - - - 0.1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4.5 72.5 1.1 0.1 16.9 2.7 2.0 

주: 농업농촌 분야(CRS code: 311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53)

53)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8. 29.).



88 |

부록 12

국제사회의 세네갈 세부농업 분야 지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ODA 지원 1,604.9 869.5 1,028.4 1,125.9 1,060.4 1,308.4 1,234.1 1,524.5 

농업농촌 분야 285.1 94.1 146.9 257.5 110.2 269.4 129.6 161.8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1.5 29.7 16.2 18.9 6.9 123.1 20.2 11.0 

31120: 농업개발 38.7 35.6 96.9 46.1 65.4 65.0 47.3 47.5 

31130: 농지개발 0.8 7.3 0.2 3.5 0.5 1.9 - 0.7 

31140: 농업용수자원 201.2 6.7 0.1 105.3 2.4 20.0 0.8 21.1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2.6 3.2 5.8 18.2 3.0 0.3 0.0 3.9 

31160: 식량생산 1.6 1.3 2.3 11.6 5.8 8.2 2.3 2.3 

31162: 경제작물/
수출작물

0.4 0.7 0.1 - 0.0 0.8 - 0.0 

31163: 축산 1.3 0.0 0.2 0.5 1.1 18.4 0.4 1.4 

31164: 농지제도 개혁
(경지정리 등)

0.0 0.0 - - - - - -

31165: 농업 관련 마약
대체소득원개발

- - 0.1 0.2 0.0 0.0 0.3 0.0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1.2 1.2 - 1.7 - 3.0 0.1 0.2 

31181: 농업 관련 교육/
훈련

0.3 1.8 0.4 0.3 0.7 6.5 0.5 0.2 

31182: 농업 연구 2.5 2.6 14.3 1.7 2.5 3.6 8.2 3.6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3.0 0.1 0.7 19.5 0.7 13.7 0.1 0.2 

31192: 병충해 구제 0.3 0.0 0.1 0.0 0.0 0.0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 0.3 0.0 0.1 - 0.1 18.3 0.0 

31194: 농업협동조합 3.5 0.1 0.5 5.5 1.6 1.9 1.5 0.8 

31195: 축산 진료 - 0.1 0.1 0.0 - - 3.7 0.1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16.2 3.4 9.0 24.2 19.6 2.9 26.1 68.8 

주: 농업농촌 분야(CRS code: 311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54)

54)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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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우리나라의 세네갈 세부농업 분야 지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ODA 지원 65.2 3.4 9.1 3.9 11.4 113.2 12.3 100.8 

농업농촌 분야 0.3 0.3 0.3 0.6 7.8 2.1 9.9 1.7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 - - - 3.0 - - -

31120: 농업개발 - 0.1 0.1 0.1 1.2 1.6 9.5 0.9 

31130: 농지개발 - - - - - - - -

31140: 농업용수자원 0.1 0.1 0.1 0.1 0.1 - - -

31150: 농업 관련 기자재 - - - - - - - -

31161: 식량생산 - - 0.0 0.1 3.1 - - -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0 - - - - - - -

31163: 축산 - - - - - - 0.0 -

31164: 농지제도 개혁
(경지정리 등)

- - - - - - - -

31165: 농업 관련 마약대체 
소득원개발

- - - - - - - -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 - - - - - - -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0.0 0.1 0.0 0.1 0.1 0.0 - -

31182: 농업 연구 - - - - - - - -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 - - - - - - -

31192: 병충해 구제 - - - - - -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 - - - - - - -

31194: 농업협동조합 0.0 - - - - - - -

31195: 축산 진료 - 0.1 0.1 0.0 - - - -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0.1 0.0 0.0 0.1 0.3 0.4 0.3 0.7 

주: 농업농촌 분야(CRS code: 311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 로 저자 작성.55)

55)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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