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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 국기 │
세네갈 국기의 초록·노랑·빨강은 범아프리카 주의를 상징하며
▒
▒
▒

초록은 희망을 의미하고

금색은 경제적 부강을 뜻하며

붉은색은 세네갈 투사들이 흘린 피를 상징하고

★ 중앙에 위치한 별의 다섯 가지는 5대륙을 상징

│ 세네갈 국장 │


사자와 바오밥 (사자는 힘을, 바오밥은 장수를 의미)

│ 세네갈 국가이념 │
Un Peuple

Un But

Une Foi

한 민족

한 목적

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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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일반 사항
국 명 : 세네갈 공화국(République de Senégal / Republic of Senegal)
수 도 : 다카르(Dakar, 인구240만) / 시차 -9시간(GMT))
인 구 : 1,620만 명(2019년)
면 적 : 196,722㎢ (한반도 면적과 유사)
기 후 : 열대성기후(건기 12~5월, 우기 6~11월)
민족구성 : Wolof(37.1%), Peul(26.2%), Sérères(17%), Mandingue(5.6%)
언 어 : 프랑스어(공용어) 및 월로프어, 기타 부족어(Peul, Diolla, Sérères 등)
종 교 : 이슬람교(95%), 기독교(5%)
독 립 : 1960.4.4(프랑스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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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2│정 치
정부형태 : 민주공화국(대통령중심제)
의 회 : 단원제(’12.9. 상원 폐지, 165석)
주요인사
●

대통령 : Macky SALL(마키 살)

●

총 리 : 총리직 폐지(2019.5)

●

외교장관 : Amadou BA(아마두 바)

3│경제 사회
외교

국내총생산(GDP) : $292.4억(2018년 IMF)
1인당 GDP : $1,490(2018년 IMF)

외교

산업구조(2018) : 서비스업 60%, 제조업 23%, 농업 17%
수출입 현황(2018년 WTO)
수출 : 35.17억 미불(주요 수출품: 수산물, 광물(금, 인산염 등), 땅콩 등)

●

수입 : 78.05억 미불(주요 수입품: 석유제품, 식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외교

●

화폐단위 : CFA Franc (US $1= CFA 594.97(2019.10.18. BCEAO 기준환율)
평균예상수명 : 67세 (2018)
외교

문자해독율 : 51.4% (2017)
빈곤인구(하루 US 2$ 이하 소득) : 24.1%(2017)

외교

외환보유고(2018) : 28.8억 미불
대외채무(2018) : 15.04억 미불
11

약사

약사

1859~1865 : 세네갈 내 각 부족왕국 프랑스 식민지화
1956 : 프랑스 공동체내에서 자치정부 수립
1958.12 :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와 연합, 말리연방 수립
1960.8 : 말리연방 탈퇴, 독립선포
1960.9 : 셍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대통령 취임
1976.4 : 제한적 복수정당제 도입
1980.12 : 셍고르 대통령 사임
1981.1 : 압두 지우프(Abdou Diouf) 수상,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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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복수정당제
약사

1989.4 : 세네갈, 모리타니아 인종 분규
1993.2 : 지우프 대통령 3선
1993.5 : 총선실시, 집권 사회당 승리(120석 중 85석 차지)
1998.5 : 총선실시, 집권 사회당 승리(140석 중 93석 획득)
1998.8 : 헌법(92년) 개정(대통령 3회 이상 연임제한 철폐)
1999.1 : 상원의원선거 실시, 사회당 압승(99.2.18 상원공식출범)
2000.2 :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2000.3 :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압둘라이 와드 야당후보 당선
2000.4 : 와드 대통령(Abdoulaye Wade) 취임
2001.1 :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새 헌법 채택
2001.2 : 새 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
2001.4 : 국회의원 선거 실시,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120석 중 89석을 차지
2004.12 : 남부 카자망스(Casamance) 반군과 평화협정 체결

15

세네갈 개황 │ 약사

2005.10 :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재수교(1996년 중국 단교)
2007.2 : 대통령 선거 실시(와드 대통령 재선)
2007.6 : 총선 실시(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하원 160석 중 130석 차지)
2009.3 : 지방선거 실시
2010.4 : 세네갈 독립 50주년 기념
2012.2 :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2012.3 :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마키 살 야당후보 당선
2012.4 :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 취임
2012.9 : 상원폐지·단원제 전환
2012.11 : 전임 와드 대통령 아들(Karim Wade 前장관)의 부정부패 및 비리수사, 처벌
을 위한 특별법정 설립
2014.4 : 카자망스 지역 분리운동 잠정 휴전 선언
2014.6 :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투레(Touré) 총리 경질, 후임에 모하메드 지온
(Mohammed Dione) 임명

2014.9 : 카림 와드 前장관 수감. 경찰 지지 세력에게 최루탄 발포 등 구명시위대
와 경찰 간 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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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카림 와드 前장관에 대한 축재혐의 재판 시작
약사

2015.3 : 카림 와드 前장관 야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반부패척결법정
(CREI)에서 징역 6년형 선고

2015.10 : 제15차 불어권 정상회의(Sommet de la Francophonie) 다카르에서 개최
2016.3 : 대통령 임기 축소(7년→5년) 및 3선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통과(국민투표 찬성율 62.6%)
2017.3 : 할리파 살(Khalifa Sall) 다카르시장(2019.2 대선 유력후보), 공금유용혐의(18억
CFA)로 5년형 선고

2017.7 : 세네갈 총선 실시 결과, 여당 연합 Benno Bokk Yakaak(BBY) 승리(165석
중 125석 확보)

2019.2 : 마키 살 대통령 재선(득표율 58.27%)
2019.4 : 마키 살 대통령 2기정부 신임 내각 발표(기존 39개 부처·장관직이 32개로 축소)
2019.5 : 개헌을 통한 총리직 폐지
2019.9 : 할리파 살 前다카르시장 사면(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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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정치 정세
세네갈은 1960년 독립 이후 군사정변 없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１)이 교체
되어 온 국가로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2000년, 2012년) 등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２)은 2012.4월 취임 이래 첫 번째 임기(2012~2019년)
동안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안정, 경제발전
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하여 세네갈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임을 확보
마키 살 정부는 2014.2월 세네갈부상계획(PSE３))을 수립하여, ▲ 근본적인 경제

1) 역대 대통령 :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1대:1960년~80년), 압두 디우프(2대:1981년~2000년), 압둘라이 와드(3대:2000년
~2012년), 마키 살(4대:2012~현재)
2) 살 대통령은 지질학자 출신으로, 와드 前대통령 시절 의회 대변인을 역임하였으며, 카림 와드 前장관(와드 前대통령 아
들)과의 정치적 이견으로 민주당(PDS)에서 물러날 때까지 역할 수행. 이후, 파틱(Fatick)의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대권을
향한 정치적 입지를 재정립하기 시작하였음.
3) Plan Senegal Em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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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 ▲ 포용적 개발, ▲ 법치주의, ▲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PSE 1기(2014~2018)를 통해, 2009~2013년간 3%에 그치던 평균 경제성장률을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6% 이상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
●

또한, 살 대통령은 PSE 1기의 일환으로 다카르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CFA를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

마키 살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치루어진 2차례의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연립여당의 안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원만하게 국정을 수행 중
2012.6월 총선에서 여당인 BBY(Benno Book Yakkar)당이 165 의석중 119석을 차지
한데 이어, 2017.7월 총선에서 BBY당이 다시 125석을 차지함으로써 마키 살 대
통령에 대한 지지기반도 공고화
살 대통령은 2018년 4월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
보와 정당은 최소 7개주유권자 0.8%의 지지의사(약 5만 2천명)를 확보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정부와 여당측은 세네갈에서 30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
●

서도 50~60명씩 출마하는 등 선거 때마다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가 마비되고
각종 비용이 소요되어, 정치 환경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와드 前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인 카림 와드 前장관을 차기 대선후보로 내세우고
자 하였으나, 와드 前장관이 민주당(PDS)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내정된 이후 살 대
통령은 2012년도부터 재개된 부정축재진압법정４)(CREI: Cour de Repression de l’Enrichissement Illicite)을 통해 동 인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수사 및 처벌을 진행

4) 1981년 압두 지우프(Abdou Diouf) 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판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당시까지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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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냐죠(Diamniadio) 신도시에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였고, 동 도시에 총 8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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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前장관(2013.3월)은 CREI에서 공금횡령, 부패, 부정축재 혐의로 조사를 받아
결국 부정축재 혐의에 대해 6년형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2016.6월 사면을
받아 석방된 후 카타르로 도피한 상황
●

아울러, 사회당의 할리파 살 다카르 前시장이 야당의 유력후보로 부상하던
시점에서, 2017.3월 시장 재직시절의 공금유용혐의(18억 CFA)로 5년형을 선고
(2018.4월 형 확정) 받고 구금

2019.2월 대선에서 마키 살 대통령은, 야당의 유력 후보(카림 와드 및 할리파 살)의 대선
출마가 배제５)된 가운데, 58.27%로 과반수 득표하여 1차 투표(2019.2.24)에서 승리
하며 재선성공(2019.3.6. 헌법위원회 공식 확정)
●

이후, 살 대통령은 총리직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법률안을 공포(2019.5.14.)하였
으며, 디온 총리(Mahammad Boun Abdallah Dionne)는 총리직 폐지 이후 대통령 사무
총장직을 수행

마키 살 정부는 PSE 1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① 청년층 일
자리 창출 및 사회포용을 위한 제도 강화, ② 경영활동 지원, ③ 포용적인 디지
털 경제, ④ 녹색 경제개발, ⑤ 구조변화를 위한 산업화를 골자로 하는 PSE 2기
(2019~2023년)를 추진하기로 결정

최근 마키 살 대통령이
▲

▲

할리파 살 다카르 前시장을 사면·석방하고(2019.9월),

와드 前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접견함으로써(2019.10월), 정치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5) 와드 前장관 및 살 前시장은 세네갈 선거법 31조(구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인물의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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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 제도
세네갈 정치 제도는 대통령, 국회, 정부,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주요 법원(헌법재판
소, 대법원, 감사원 등)

및 사회대화고등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치

수호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제반 분야에서 큰 권한을 보유
세네갈은 1963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
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왔으나, 여러 차례의 개헌 및 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치 제도가 변화
2001.1월 국민투표를 통해 94%의 찬성으로 개헌이 진행
●

▲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도입 등 대통령 권한 확대, ▲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

으로 축소, ▲ 대통령 3선 제한 ▲ 의회의 불신임 투표 도입, ▲ 국회의원 수 140명
에서 120명으로 축소, ▲ 의원내각제 요소 일부 도입, ▲ 여성 권리 강화, ▲ 국회
의원 당적 변경 시 의원직 박탈, ▲ 상원(1999년 도입) 폐지를 통한 단원제 도입, ▲
경제사회평의회 폐지 등이 개헌의 주요내용
2007.1월 헌법 개정으로 상원이 재구성되어 양원제가 부활되었고, 2009.10월
헌법 개정에 의해 대통령 임기가 차기 대통령부터 7년으로 연장되고 하원의장의
임기는 5년에서 1년으로 축소
그러나, 2012년 마키 살 대통령이 예산 절감의 목적으로 재차 상원의 폐지를 발표
함. 동 안건은 같은 해 9.14일 상원에서 기각되었으나, 9.19일 의회에서 승인
2016년에는 ▲ 대통령 임기 축소(7년→5년), ▲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가(5명→7명), ▲ 국회의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2명) 지정권 부여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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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골자로 하는 개헌 통과(국민투표 찬성율 62.54%)
2019.4월 마키 살 대통령이 신속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총리직 폐지를 희망한
다고 밝힌 이후, 개헌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의원총회의 표결을(찬성
124표, 반대 7표, 기권 7표) 거쳐 가결되어, 2019.5.4일부로 총리직이 공식 폐지

3│지방 자치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1984년부터 10개 지역(Région)단위 자치단체를 구성하였
으며, 현재는(2008년 이후) 14개의 지역단위 자치단체가 있고 각 지역은 3개 내외의
도(Département)로 구성
●

각 도는 여러 개의 군(Arrondissement) 으로 나뉨. 지방 정부는 주로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 보건·인구·복지, 청소년·체육, 문화, 교육, 지역개발, 도시화·주거
등의 분야를 담당

14개 지역(Région) 구분 : 다카르(Dakar), 티에스(Thies), 카올락(Kaolack), 디우르벨
(Diourbel), 생루이(Saint-Louis), 콜다(Kolda), 파틱(Fatick), 루가
(Louga),

지갱쇼르(Ziguinchor), 탐바쿤다(Tambacounda), 마탐

(Matam), 카프린(Kaffrine), 케두구(Kédougou), 세디우(Sédhiou)

도(Département) 단위 행정 구역 : 45개(2008년 이후)
지방선거는 내무장관의 주도로 5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며, 독립적인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의 조직 및 감독과 잠정적 결과 발표를 담당. 당선인 절반은 다수
결로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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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로 예정이던 지방선거는 살 대통령의 주도로 같은 해 5월 실시된 “국민
과의 대화”를 통해 2020년으로 연기.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지방선거 방식
에 대해 여야 및 시민사회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후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1만 5,000유로), ▲ 관련 지역 선거인단의
법령을 발표한 이후(2019.7월), 지방선거 절차 합의에 난항을 겪는 중

4│국 회
2019년 현재, 세네갈은 국회내 하원의원만 존재하는 단원제를 유지
국회의원(임기 5년) 현황 : 165명(90명 지역구 선출, 60명 비례대표, 15명 국외 지역구, 여성의원 69명)
국회의 권한 : 법률의 제·개정,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내각 신임, 전쟁 선포
국회내 주요 인물(2019.11월)
●

국회의장 : 무스타파 니아스(Moustapha Niasse)

●

국회 부의장(8명) : 무스타파 씨쎄 로(Moustapha Cisse Lo), 예타 소우(Yéta Sow), 체
이크 티디안 가디오(Cheikh Tidiane Gadio), 아이사투 소우 다아와라(Aissatou Sow
Diawara),

압둘라예 마크타 디옵(Abdoulaye Makhtar Diop), 은데예 루시 씨쎄(Ndeye

Lucie Cisse), 알리 로(Aly Lo), 야예 마네 알비스(Yaye Mane Albis)
●

외교위원장 : 압두 음바우(Abdou Mbow)

●

에너지위원장 : 파파 사냐 음바이(Papa Sagna Mb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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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최대 5%에 해당하는 추천인을 확보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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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은 1998년의 헌법 개정(1999.1.24 선거, 2.18 출범)으로 임기 5년의 국회의원
140명으로 구성된 국회(Assemblée Nationale)와 임기 5년의 상원의원 60명으로 구
성된 상원(Sénat) 등 프랑스식 양원제 의회제도를 채택한 전례를 보유
상원은 법률안 입법권한 없이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헌법에 규정되어, 사회
당 정부 말기 여당출신 및 지우프 前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비판
●

이후, 세네갈은 2001년 초 헌법 개정을 통하여 상원을 폐지(예산절감으로 청소년 교육예
산 확보 모색).

2007.1월 개헌으로 2001년 폐지되었던 상원이 부활되었다가, 2012

년 9월 의회에서 다시 상원을 폐지키로 결정
2017.7월 총선 이후, 현재 연립 여당(Benno Bokk Yaakaar, 희망연대)이 125석을 차지하
고 있음
●

반면, 와드 前대통령 소속인 세네갈 민주당(PDS)이 이끈 정당연합 와투 세네갈
(Wattu Senegaal)은

19석을, 할리파 살(Khalifa Sall) 前다카르시장이 이끈 만쿠 탁사

우 세네갈(Mankoo Taxawu Senegaal)은 7석을 차지

5│정 당
1960년 독립이후 일당체제였으나, 셍고르 前대통령은 1976년 제한적 다당제
(자신의 사회당 외에 자유당, 막스-레닌주의당을 허용하여 3당 체제)를 도입

1980년 셍고르 前대통령의 사임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디우프 前대통령은
1981년 복수정당제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2000년 초 대선에서 야당인 세네갈민
주당의 와드 후보가 당선되기전까지 정권교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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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키 살 대통령이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하면서, 소속정당이던 APR(Alliance pour la République)을

비롯하여 1차 선거 낙선자들과 함께 연립 여당을 구성

(Benno Bokk Yaakaar, 희망연대), 현재까지 존속중

정치

가. 주요 정당
APR(공화국 연합당, Alliance pour la Republique) : 당시 와드
前대통령의 대변인이던 마키 살 대통령이 PDS를 탈당
한 후 2008.12월 창당한 자유주의 진영의 정당
BBY(연립여당, Benno Bokk Yaakaar) : 2012년 마키 살 대
통령의 대선결과로 구성되었으며 BBY는 희망연대

△ APR

를 의미. 현재 165석의 의석 중 125석을 차지하며, 마
키 살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정책 추진에 있어 강
력한 의회 기반을 형성중
PDS(세네갈 민주당, Parti démocratique sénégalais): 와드 前
대통령이 창당하였으며, 셍고르 前대통령의 제한적

△ BBY

복수정당제에 따라 자유주의 노선을 정강으로 채택.
와드 前대통령이 5번에 걸친 도전 끝에 2000년 대선에서 당선되고, 2007년 재선에
성공하여 여당으로 자리 잡았으나, PDS를 탈당한 마키 살 대통령의 2012년 대선
당선 이후에는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 와드 前대통령이자 PDS 사무총장은
2019.8월 당직 개편을 통해 사무차장이었던 우마르
사르(Oumar Sarr)를 축출하고, 본인의 아들 카림 와드
를 정책전략의 고안 및 조직의 현대화 담당 부서기장
(사실상 PDS의 제2인자)으로 승격시키면서, 일부 PDS 중진

의원들로부터 아들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해 당직
을 개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카림 와드

△ 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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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DS 공식 후보로 2019.2월 대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선거인명부 未등재로 출
마 자격을 상실
Rewmi : 압두 디우프(Abdou DIOUF) 및 와드 정권 하
에서 여러 장관직 및 총리직을 역임하고, 2019년 대
선에서 20.51%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이드리사
섹(Idrissa Seck)이 대표로 있는 자유주의 진영의 정당이
며, Wolof어인 Rewmi는 ‘국가’를 의미
△ Rewmi

AFP(진보연합당, Alliance des forces de progrès)

: 前총

리이자 現국회의장인 무스타파 니아스(Moustapha NIASSE)가 1999년 당시 집권
당인 사회당을 탈당하면서 창설한 좌파 성향의 정당. 2000년 대선 당시 3위
득표를 하여 존재기반을 과시. 2000년 대선 2차 투표
에서 와드 前대통령을 지지하여 니아스 당수가 총리
로 임명되었으나 PDS당과의 불화로 2001.3월 총리
직을 사임하였으며, AFP당은 2007년 대선 결과에 불
복, 2007.6월 실시된 총선에 불참. 2012년 대선 2차
투표에서 살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현재는 BBY 소속
△ AFP

PS(사회당, Parti socialiste) : 1960년 독립이후 40여년간 집권여당이었으나 2000년
대선패배로 현재는 야당. 이후에도 2007년 및 2012년 대선에서 우스만 타노 디엥
(Ousmane Tanor Dieng)

후보가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각각 3·4위에 그쳐 집권 실패. 2012년 대선 2차 투표
에서 살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현재는 BBY 소속.
사회당은 당초 할리파 살(Khalifa Sall) 前시장이 소속
되었던 정당이나, 2017.12월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살 前시장과 그 측근들은 사회당에서 이탈하고 살 대
통령에 대항하는 정당 연합 Mankoo Taxawu Senegaal을 설립
28

△ PS

PASTEF: 2014.1월 창당되었으며, 2019.2월
대선 당시 15.67%의 득표율로 3위에 오른
우스만 송코(Ousmane Sonko)가 당대표
△P
 AST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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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법 및 법률제도
사법 및 법률제도는 프랑스식 제도６)를 전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대법원(Cour Suprême), 감사원(Cour des
Comptes) 등 설치

헌법재판소 : 의회의 내부 규정, 법률, 법률안, 국제적 의무 등의 헌법합치 여부
를 판단하며,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 관련된 분쟁에서 판결권 보유
대법원 : 지방법원 등 하급 법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파기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법원으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이며, 선거인 명부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분쟁의 최종심 담당 법원
감사원 :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재정법의 집행에 있어
대통령, 정부, 의회를 보조하며, 위반자에 대해 벌금 등 제재를 부과
특별법원 : 노동재판소(Tribunal de Travail), 군사법원 등

6) 프랑스 식민지배(189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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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교정책 기조
독립이후 비동맹 중립노선을 견지하면서 아프리카 단결기구 등 지역통합운동
등에 적극적이며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대상
으로 무상원조 획득 등 적극적인 경제실리추구 외교를 전개
독립 후 레오폴드 셍고르(Leopold Seidar Senghor) 초대 대통령은 자신의 흑인정체성
(négritude)

개념 및 개인적 지명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제기구 등에 많은 세네갈인들이 진출.
●

이러한 전통은 디우프(Diouf) 대통령 시절에도 지속되어 아프리카 통합운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 노력

아프리카연합(AU),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등의 회원국으로 셍고르
前대통령 당시부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서부 아프리카 경제
통화연맹(UEMOA)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으로 지역통합
에 적극적

32

최근에도 말리 내 이슬람 무장단체 진압을 위한 UN평화유지군에 병력을 파견하
고 에볼라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등 역내 사회적 안정에 기여
2001년도 미국 9.11 테러 이후, 와드 대통령은 다카르에서 아프리카 반테러협약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이 포함된 ‘아프리카 발
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１)’ 재원마련(2002.4월) 차원에서 정상회의를 다
카르에서 개최하는 등 세네갈의 외교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

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다카르 평화안보포럼을 개최
●

이는 2013.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엘리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아프리카
각국이 역내 활동하는 반정부, 초국가적 무장폭력세력의 위협에 공동 대처,
안보,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아프리카 안보협의체를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개최

●

2018년 제5차 다카르 평화안보포럼(11.5~6)에는 마키 살 대통령, 아다마 바로
우 감비아 대통령, 플로렁스 팔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내
외 관계자 약 600명이 참가

●

2019년 제6차 다카르 평화안보포럼에는(11.18~19) 마키 살 대통령, 모하메드
가주아니(Mohamed Ould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 에두아르두 필립(Éduard
Philipe) 프랑스 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다수참가

세네갈은 2019.1월 제3차 아프리카부상국제회의(ICEA)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FOCAC), 2021년 세계물포럼, 2022년
청소년 올림픽등의 유치로 대외위상을 제고중
●

세네갈 정부는 ‘부상, 민간부문, 포용성(Emergence, Private Sector and Inclusiveness)’을
주제로 삼았던 제3차 ICEA를 2019.1.17~19간 다카르 인근에서 개최했으며,

1) NEPAD는 와드 前대통령과 남아공의 음베키(Mbeki) 前대통령이 함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살 대통령 역시 NEPAD 의
장직을 수행하면서 서부 아프리카 내에서 세네갈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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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에는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말리 대통령 포함
국가 정상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 민간기업 총수 등이 참석
●

제9차 세계물포럼(2021.3.22~27간 다카르)의 주제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물안보’이
며, 2019.10월 세리뉴 음바이 티암(Serigne Mbaye Thiam) 물위생부장관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해당 포럼의 준비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을 방문하여, 아프
리카개발은행(AfDB)과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

●

세네갈은 다카르, 쟘냐죠, 살리(Saly) 등에서 2022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할 예
정이며, 세네갈 올림픽·스포츠위원회(CNOSS)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프랑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조직위(Paris 2024)와 양해각서를 체결

2│주요국과의 관계
가. 프랑스
1974.3월 프랑스와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프랑스군 약 350명(2018)이 주둔
하고 있으며, 현재 세네갈내 25,000여명의 프랑스인이 거주중
과거 프랑스의 서부아프리카 식민지의 중심지로서 프랑스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언어를 포함,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제도 등 사회 전 분야
에 걸쳐 프랑스와 밀접한 협력관계 유지중
●

2016.12월 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데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2018.2월 세네갈을 방문하였으며, 양국 총리와 각료 다수가

참석한 정부간 세미나도 2차례 진행
●

프랑스는 2014~2018년 동안 PSE 1기에 총 15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프랑스
개발청(AFD)은 세네갈에 2018년에만 2.5억 유로에 달하는 유·무상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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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9.6월 아프리카 예술가를 지원하는 생루이 예술가 레지던스를

개소하고,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 행사인 Africa 2020을 준비하는 등 문화
부문에서 세네갈과 다각도로 협력
●

2019.9월부터는 15개 이상의 일반교육 및 학사·석사 교육을 제공하게 될 프랑
스-세네갈 대학 캠퍼스(Campus Universitaire franco-senegalais)가 개설되어, 세네갈
에서도 프랑스 명문 대학의 수업 청강 가능

세네갈 제2 도시인 셍루이(St. Louis)는 과거 프랑스의 서부아프리카 식민지 수도
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식민지 시대 행정관청 등이 밀집한 유적지가 유네스코
외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나. 미 국
미국은 세네갈을 서아프리카의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네갈이 ▲ 민주적 지배, ▲ 종교·인종에 대한 관용 등 기본 가치를 미국
과 공유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
클린턴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98.3.31~4.2간)을 계기로２) 평화유지 관련 양국간
협력체계가 지속 강화되어, 현재 세네갈은 미국의 서아프리카 군사협력 주요 거점국
경제적으로 세네갈은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유치하고 미국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 육성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기업의 세네갈 진출은 다소 부진
●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산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３)(AGOA)”을 통해 미국 시장접근 정책 추진

●

2017년말 기준, 미국의 對세네갈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 곡물 / 석유화학
제품이며, 세네갈의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품 / 광물 / 인조가발 등

2) 당시 세네갈은 미국 주도의 아프리카 위기 신속대응 체제(ACRI)에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파병을 결정
3)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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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분야 관련, 미국은 2016~17년 OECD DAC 통계 기준 1위 양자공여국
(연평균 1.42억원 지원)으로, 농업, 민주주의/거버넌스, 교육, 보건 등 분야에 집중 지원
●

아울러, 미국 밀레니엄챌린지(MCC)는 2018.11.7. 세네갈 전력공급개선을 위해
총 5.5억불 규모(사업기간은 5년)의 2차 지원사업 승인

다. 아시아
(중국) 2005년 국교정상화(세네갈-대만 단교계기) 이후, 세네갈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2016.9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바 있으며, 정상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
●

시진핑 주석은 2018.7월 세네갈을 국빈방문한 바 있으며, 마키 살 대통령은
2014.2월 / 2016.9월 / 2018.8월 방중

●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세네갈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한편, 플렌테이션
과 농산물 가공 등 기업형 농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기업들의 대
세네갈 투자를 장려

●

중국은 세네갈 국립대극장 재건축, 흑인문명박물관 건축, 지암냐지오(Diamniadio)

산업단지 건립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활발히 참여중.

대표적으로 띠에스-음부르-신공항 고속도로 및 뚜바 고속도로 건설에 중국 기
업이 참여
(일본) 매년 막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지원(2012-2016년 기준 유상원조 5억 1,423만엔, 무상원조
11억 3,948만엔 제공)
●

마키 살 대통령은 2019.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아프리
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쉽(NEPAD,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의
장국 자격으로 참석

●

살 대통령은 2019.8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
회의(The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 참석하여, TICAD 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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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제4세션)를 아소 다로 日 부총리와 공동 주재하고,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
회담을 실시

라. 인접국과의 관계
1981.7 감비아 쿠테타 발생시 3천명의 군대병력 파견
외교

1981.12 세네-감비아 연방(Senegambia Confederation)협정 서명
1989.8 모리타니아와 외교 관계 단절
1989.9 세네-감비아 연방 해체
1992.4 모리타니아와 복교
1998.6

기니비사우 내전에 2,500여명의 병력 파견, 개입, 99.3월 중순 철군

2003

와드 대통령은 기니비사우 쿠테타 발생시 민간 정권 이양을 중재

2008

모리타니아 쿠데타 발생

2009.6 모리타니아 정치 세력간 중재를 통해 ‘다카르 기본협정’ 체결 유도
2013.6 세네갈-모리타니아 어업협정 체결
2013.9 압델-아지즈 모리타니아 대통령 세네갈 공식 방문
2013.10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특별정상회의 수도 다카르에서 개최
대외공동관세(CET), 화폐통합계획 등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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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세네갈-말리 국경선 획정 협정 체결
2015.1 에볼라 진정 국면에 따라 세네갈-기니 국경 재개방
2017.3 세네갈-감비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정상회담 정례화
2019.8 마키 살 대통령,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3│카자망스 분리독립 투쟁 문제
세네갈의 남부 분리투쟁지역인 카자망스 지역은 세네갈 여타지역(인구의 94%가 무슬림)
과 달리 카톨릭과 토속종교가 다수. 지올라(DIOLA)어를 사용하는 카자망스 주민
들은 동지역에 대한 회교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
●

카자망스 분리독립 운동이 1982년 이래 진행되어왔으나, 감비아 정부의 중재
아래 세네갈 정부와 반군(MFDC)측이 2004.12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중

카자망스 반군(MFDC)과의 평화협정 체결이후 반군 활동은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카자망스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상에서는 외국인 등 외래 방문객을 상
대로 한 금품갈취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카자망스 지역 내
에서는 대인지뢰 제거 작업도 진행 중
●

다만, 지뢰 제거 작업은 지뢰 제거반 소속대원의 납치 사건이후 임시적으로 중
단. 2013.5월 MFDC가 지뢰 제거반 소속대원 9명을 납치하고 70일 후에 풀어
준 사건 및 2019.5월에도 2명의 무장괴한이 NGO 단체 소속의 지뢰제거 전문가
5명을 납치했다가 바로 석방한 사건 발생

마키 살 대통령은 남부 카자망스 지역을 방문(2014.3.17.일부터 3일간), 세네갈 정부가
38

카자망스 개발 프로그램(PPDC. Project pôle de développment de la Casamance) 출범 행
사에 참석하고 카자망스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을 제시
마키 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네갈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 될 것이
라며 높은 기대를 나타내었고, 카자망스 지역에 대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적
극적인 투자를 촉구
카자망스 반군 무장단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살리프 사디오(Salif Sadio)
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
세네갈 정부는 사디오 측의 휴전 선언에 환영을 표명하고, 평화협상에 힘을 실
어줄 수 있도록 카자망스 내 여타 반군단체들도 이에 동참 요청
재선에 성공한 살 대통령은 2019.4월 카자망스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동 지역의
평화 구축 및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을 약속

4│재외공관 및 주재국내 상주공관
세네갈은 약 87개의 재외공관(57개 대사관, 28개 영사관, 유엔 및 유네스코 대표부 포함. 총 78개국)을
해외에 설치하고 있으며, 적극적 외교정책 전개로 우리나라, 남아공, 스페인, 인
도 등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여 외교망을 확장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
데시에 공관을 개설
세네갈에는 약 75개에 달하는 각국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당수 대사관은
인근국을 겸임하는 거점 공관 역할중 (우리 대사관은 인근 말리, 감비아,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및
기니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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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는 2014.4월 현지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세네갈 정부와 평화협상이 진

국방
1. 개 요 042
2. 국방조직 042
3. 평화유지활동 참가 043

국방

1│개 요
총병력(2017년 추정) : 13,600명
●

군인신분으로 경찰, 대통령 경호 등을 담당하는 프랑스식 헌병경찰(gendarmerie)
약 5,000명이 있음

국방비(2017년) : 2억 89백만 미불(국내총생산의 약 1.9%)

2│국방 조직
세네갈 군대는 정치활동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전통을 독립 이래 유지하고 있으
며(군사 쿠데타 없음), 그간 정치적 격변기에도 정부의 결정에 복종하는 전통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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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군대는 크게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으로 구성. 이 중 육군과 헌병이 국
방력의 주요 조직이며, 대개 장성은 육군과 헌병조직 출신이 다수
각 군에는 참모본부가 있으며, 참모본부는
(Direction de la Sécurité Militaire), ▲

▲

참모총장,

▲

국방안보집행부

정보홍보담당부(Direction de l’Information et des

Relations Publiques)로 조직

군장성 출신 인사들은 국방 장관, 내무 장관 등의 국내 일부 장관직 및 해외주재
대사로 일부 진출하는 것 외에 군부출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소수
프랑스와 방위협정에 따라 2018년 기준 약 350명의 프랑스 병력이 주둔. 프랑스는
세네갈 군대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 군사훈련도 시행
국방

미국도 평화유지활동 참가를 명분으로 세네갈 군대에 대한 재정 및 기술 협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적 퇴치 능력 강화 및 해양범죄 억제
(무기 및 마약 중개 차단, 불법어업 단속 등)를 위해 다카르 연안 해상에서 매년 합동훈련을 실시
●

미국 및 유럽 5개국, 서부아프리카 8개국(세네갈,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라이베리아, 모
리타니아, 모로코, 시에라리온) 참여

역내 다양한 국가들 간 조직적인 협동을 통한 공동 해상안전 및 아프리카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총 10척의 함정과 각각 4개의 항공 및 해양 작전기지가 동원

3│평화유지 활동 참가
세네갈 군대는 서부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유엔, 아프리카연합(AU), 서아프리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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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체(ECOWAS) 평화유지활동１)에 참여중. 국지적 또는 세계적 평화유지 활동
에 적극 참여하며, 그간 르완다, 캄보디아, 레바논 등 다수의 평화유지활동에 적
극 참여
세네갈은 2017년 기준, 128개국 중 7번째로 많은 병력을 유엔평화유지군에 파
견중(총 3,646명)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은 세네갈이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을 주창하면서
서부아프리카 외교의 주도국가라는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평화유지활동 참
여를 군장비의 현대화와 군인 퇴직수당 지급에 활용

1) 과거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현황: 말리(MINUSMA, ’17-현재), 수단(UNAMID, ’08, ’17), 아이티(MINUSTAH, ’06~’08), 코
트디부아르(ONUCI, ’02~’08), 라이베리아(MINUL, ’03~’08), 콩고민주공화국(MONUC, ’01~’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URCA, ’98~’00, ’17), 레바논(FINUL, ’78~’84), 이집트(UNEF, ’73~’76), 콩고(UNOC,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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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개 요
가. 세네갈 경제
세네갈은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410미불인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으로,

농수산물 및 인산염, 금 등 1차 산품의 수출, 재외국민 송금

및 해외원조 수원이 주요 재정수입원
고채무저소득국(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4년 8.5억 미불의 공적외채를 탕
감 받았고, 2005년에는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24.6억 미불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세네갈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경제
구조 조정계획을 추진, 1995년도 이후 연 평균 약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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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외국 투자의 유치, 공기업 민영화, 시장경제의 육성 등을 통한 경제개발
노력중
2012년 취임한 마키 살 대통령 정부는 IMF, World Bank 등과 협조하에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장 활
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부흥에 역점을 두고 세네갈 부상계획(Plan Senegal
Emergent : PSE)을

발표,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진입 목표로 에너지, 농업, 인프

라 분야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중
●

2014년 정부 주도의 세네갈부상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을 수립한 이래
연 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중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2,830만 미불, 중장기 12억 1,090만 미불로 총 12억 3,920만 미불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 없음

●

OECD는 세네갈의 정치 안정 및 양호한 경제성장률１) 지속 등을 기반으로
2017년 세네갈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후 유지중
세네갈 정부는 지속적인 고성장과 정치적 안정 유지에 기반한 대외신인도 개
선 등에 힘입어 2018년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

나. 세네갈부상계획(PSE) 1기(2014-2018) 경제계획
PSE 1기(2014~18)를 통해 공여국(국제기구 포함)측으로부터 65억미불의 재정지원(173
개 차관약정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연 평균 6% 경제 성장 달성 등 높은 수준의 경제

적 성과를 달성
PSE 1기(2014~2018) 동안 농수산업, 채굴산업, 전력생산, 서비스, 인프라 및 금융

1) Moody's의 경우 2017년부터 ‘Ba3(안정적)’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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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하였으며, PSE 2기(2019~2023) 중 농업, 주거, 광
공업, 유통업 등 분야에서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
세네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APIX)을 설립하고 투자자에
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 의하면, 세네갈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141위로 2014년 178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직 하위권
한편, 세네갈 정부는 2016년 새 광업법의 제정을 통해 금광 및 철광산 개발 관련 규
제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광업 부문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라. 세네갈부상계획(PSE) 2기(2019~2023)경제 계획
IMF와 세네갈 정부는 PSE 2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 마련을 위해
향후 거시 경제 정책 및 구조개혁 시행 등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IMF는 “경제정책 조정 수단(ICPE)”을 통해 세네갈 정부를 지원할 예정
2기 경제 정책은 ①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성장, ② 신중
한 예산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 ③ 화석연료 산업의 지속적이고 투
명한 관리 등 3개의 축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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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세네갈 정부는 ▲ 2018년 기준 GDP의 64.5%에
육박하는 국가채무, ▲ 비효율적인 공공자금의 운영, ▲ 세수부족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 유로존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경제, ▲ 강수량에 의존한 작황, ▲ 서아
프리카 테러 급증에 따른 투자 및 관광 유치의 감소 등 많은 국가 경제적 과제다수
세네갈 정부는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법 개정 및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중
●

▲ 일부 정부지원 기관 대상 지원금 감축, ▲ 해외 영사관 및 사무소 폐쇄, ▲ 공

무원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원 폐지, ▲ 24개 유사 기관·조직의 통폐합, ▲ 행정
용 차량 보유량 축소 등을 통한 예산 절감 추진

경제

2│부존 자원
가. 광물 자원
인광석 및 금은 현재 개발, 수출되고 있으며, 철, 티타늄 등은 탐사 및 개발이 추
진되고 있으나 아직 대규모 상업적 개발에 미달
●

세네갈은 세계 10대 인산염(phosphate) 생산 및 수출국

내륙에 위치한 탐바코다 지방에 상당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정확한 부존 자원량, 채굴에 따른 채산성 및 해안지방까지의 교통망 확충,
항구 건설 등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현재 개발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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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유 및 천연가스
세네갈 연안에서 석유·가스 자원이 발견(각각 2014년, 2016년)된 이래, 2021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BP, Kosmos, CAIRN 등)의 주도 하에 활발한
개발·탐사 활동 진행
유전/가스전 지분 등 현황
●

유전(매장량: 약 570~1,230 MMBb)
지역

Sangomar Block(세네갈)

운영사 (지분)

파트너(지분)

Cairn Energy(40%) Woodside(35%), FAR(15%), Petrosen(10%)
※ MMBbl : 1 million barrels

가스전(매장량 약 40~70 Tcf)
지역

운영사 (지분)

파트너(지분)

세네갈

BP(60%)

Kosmos(30%), Petrosen(10%)

모리타니아

BP(62%)

Kosmos(28%), SMHPM(10%)

세네갈-모리타니아 국경지역
(Tortue Unit)

BP(61%)

Kosmos(29%), Petrosen(5%), SMHPM(5%)
※ Tcf: trillion cubic feet

세네갈 정부는 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석유가스전략위원회(Cos-Pétrogaz)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병행
●

▲

석유·가스 개발로 인한 세수의 체계적인 관리,

▲

세대연대기금(Fonds

intergénérationnel) 조성, 및 ▲ 석유·가스 가격 변동시 리스크 흡수를 위한 안정기금
(Fonds de stabilisation) 조성 등 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관련 법제화
●

▲

지역기업우대법(Contenu local) 제정, ▲ 가스법(Loi gazière) 제정 ▲ 파이프라인

공급망 관련 법(Code de réseau de pipelines) 제정 등 석유·가스 생산 관련 각종 법
률 등 제정
●

석유·가스 관련 규제기관의 제도개혁 및 세네갈전력회사(SENELEC)의 지주회
사 전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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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전과제로는 ▲ 안정적인 에너지의 생산·공급체계 확보 ▲ 건강하고 지
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 가스발전(Gas-to-power)을 통한 석유대체 전략 수립
▲ 2022~2023년까지 가스 생산역량 확보 목표

3│산업 동향
가. 개요
세네갈 경제는 광업,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관광 부문, 인프라 구축 등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외화수입원을 어류, 인산염, 땅콩 등 1차상품의 수출과
관광 부문에 주로 의존

드러진 성장을 기록

나. 산업별 동향
(1차 산업) 농업 부문이 2017년 기준(추정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이
나, 고용의 77.5%를 담당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음
●

정부가 추진한 「 제 2 차 농업생산성 증대프로그램 」 (Pracas
d’accélè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을

II: Programme

통한 생산량 증가로 농업분야 성장

률은 2017년 16.8%, 2018년 9.4%를 기록하였으며, 수산물 출하량도 2016년
498,695톤에서 2017년 516,220톤으로 증가
●

세네갈의 논벼(Paddy Rice) 생산량은 2012년 469,649톤에서 2017년 1,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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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개황 │ 경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땅콩 생산량도 2012년 692,572톤에서 2017
년 1,405,223톤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 종자·비료 등 투입요소 관리, 장비·저장시설 및
농업행정력 분야 등에서 상당량 개선 필요
●

수산업은 세네갈 정부가 추진하는 세네갈부상계획(PSE) 프로젝트의 주요 축
중 하나로 수산물 출하량은 2016년 498,695톤에서 2017년에는 516,220으
로 증가하였으며, 세부 부문별로는 수산물 가공업(+26.2% 성장), 특히 참치 산업
(+49.6%)이 크게 성장

(2차 산업) PSE 실행 이래 전력생산, 채굴산업 및 화학분야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암나지오(Diamniadio) 신도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지역간 급행철도
(TER) 건설, 긴급지역개발프로그램(PUDC)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제 활성화 중
●

전력공급능력은 시설정비와 신규 발전소 건설로 2012년 571MW에서 2017년
1,141MW로 두 배 가까이 증가

(3차 산업)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따른 교통서비스와 금융
산업의 활성화로 성장을 기록
●

교통 분야에서도 도로교통망 확장 및 전국 시외버스망 활성화 등으로 2017년
10.5%, 2018년에는 11.7%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융 산업의 경우 PSE 실
행에 따른 각종 투자 증대로 2017년 16.5%, 2018년 8.1%의 성장세를 기록

●

2022년 하계 청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개최지로 세네갈이 선정되면서, 대회
의 개최 및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특히 관광 인프라)의 구축·재정비를 통해 세네갈
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와 관광 부문의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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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네갈 부상 계획(PSE : Plan Senegal Emergent)
가. PSE 1기 성과
마키 살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부흥에 역점을 두고, ‘2035
년 개도국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세네갈부상계획(PSE, Plan Senegal Emergent)’을 추진
농업·인프라·에너지·관광 서비스 등 주요 분야 27개 핵심 과제에 대해 한화 약

●

25조원 규모의 사회경제개발 사업 추진
PSE는 3개 축(▲ 세네갈 경제 구조 개편, ▲ 인적자본 및 사회보호, ▲ 거버넌스와 평화·안보)을 중심으로 인프
라, 농업, 인적자본, 보건, 치안, 경영환경 등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
●

(인프라 분야) 동 기간동안

▲

신고속도로의 개통(2018.12), ▲ 다카르 신공항 개통

(2017.12), ▲ 다카르 고속열차 개통(2019.1), ▲ 2개 항구설비 프로젝트 등 인프라 구축

(전력 분야) 2012년도 500MW에서 2018년 1,141MW로 전력 생산량 확대

●

(농업 분야) 농업 생산량은 PSE 1기 기간 동안 약 2배 이상 확대, 2020년까지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회서비스 분야) 2013년 당시 20% 이하 수준에 머물던 건강보험을 47% 수
준으로 확대하고,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소 증축 등 시행

나. PSE 2기 주요 목표 및 2기 전망
세네갈 정부는 PSE 1기 성과(경제성장율 향상 등)를 바탕으로 2기(2019~23)에서 1기보
다 높은 목표 수준과 재정규모를 설정(166억 → 242억 미불)
PSE 2기 동안 정부는 농업, 주거, 지하경제 제도권 편입, 광업, 공업, 유통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현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 세네갈을 중진국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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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인프라, 에너지 및 교육 분야에서 총 27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PSE 2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12월 파리에서 진행된 공여국 회의에서
약 140억 미불의 지원이 약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 법인설립 간소화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

5│무역 관계(2018년)
가. 총 교역 규모(2018, WTO)
수출 : 35.17억 미불
수입 : 78.05억 미불

나. 주요 교역대상국
주요수출입상대
수출

수입

1위

말리 19.8%

EU(프랑스 포함) 38.9%

2위

EU(프랑스 포함) 15.2%

중국 9.7%

3위

스위스 10.1%

나이지리아 7.9%

4위

인도 5.0%

인도 7.3%

5위

코트디부아르 4.7%

터키 3.4%
출처 : WTO (stat.wto.org/Country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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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수출입 품목
수출품：금, 선어, 인산염, 석유 제품 땅콩 등
수입품：석유제품, 원유, 기계 및 장비류, 쌀, 일반금속 등

6│공공 경제원조 수혜 및 외채 현황(2018년)
수혜총액 : 823.2백만 미불２)(GDP 대비 5.5% 수준)
다자 원조
World Bank : 189.3 백만 미불

●

European Union : 65.8백만 미불

●

African Development Bank : 52.7백만 미불

경제

●

양자 원조
●

미국 : 142.2 백만 미불

●

프랑스 : 128.0 백만미불

●

일본 : 66.6 백만미불

●

캐나다 : 45.2 백만미불

●

한국 : 29.9 백만미불

외채 현황(2018년 IMF 추정치) : 8.6조 CFA(약 15.04억 미불, 2018.12월 기준환율 USD/CFA=572 적용시)
GDP 기준 총 외채비율 : 64.5%
2) OECD DAC 2016-17년 통계(연평균)에 따른 집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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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요 경제지표(2018년)
국내총생산(GDP) : 242억 미불
실질 GDP 성장률 : 7%
1인당 GDP : 1,485 미불
소비자물가상승율 : 0.4%
화폐단위: FCFA(프랑 세파프랑)
３)
1유로 = 655.95 FCFA(고정), 1미불= 594.97 FCFA

외환보유액 : 2,882 백만 미불
산업구조(2018, GDP 기여분)
1차산업 : 17%
2차산업 : 23%
3차산업 : 60%

3) 2019.10.18 BCEAO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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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 자연환경 062
2. 보 건 063
3. 교 육 064
4. 종 교 065
5. 언 론 065
6. 관 광 066
7. 문화·예술·체육 067

사회·문화

1│자연환경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세네갈 강을 건너 모리타니아
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말리, 남쪽으로는 기니 및 기니비사우와 인접. 세네
갈 내부에 대서양으로 부터 감비아 강을 따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감비아가 위치
산을 보기 힘든 저지대로 대체로 평탄하며, 사바나 기후식생. 남쪽에는 일부 구
릉지대 위치
건기(11월~6월)와 우기(7월~10월)로 나누어
져 있으며, 특히 7월~9월에는 스콜성 폭
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도로가 빈번하
게 물에 잠기게 됨. 1월부터는 사하라 사
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harmattan)가
2~3개월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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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탄 모래먼지

가장 더운 달은 9~10월로 수도 다카르 기준 평균 기온(낮)이 섭씨 31~35도에 이
르며,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은 2월로 평균 기온(밤)이 최저 16도까지 하락
가장 건조한 달은 12~2월이며, 가장 습한 달은 8-10월로 평균습도 80% 정도

2│보 건
평균 기대수명１)은 67.5세, 영아사망률은 1,000명 당 33.6명으로 보건 분야에서
인근 국가보다 양호. WHO 자료에 의하면 세네갈 전체 사망원인 중 1위는 감염
성질환２)(57%)이며, 이어서 기타 비감염성질환(14%), 심혈 관계질환(10%), 상해(9%),
암(5%), 당뇨(3%), 만성호흡기질환(2%). 전체 사망 중 비감염성질환이 차지하는 비
율은 34% 정도
서부 아프리카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시설이 양호한 편이며, 지속적인 보
건환경의 개선 노력중. 그럼에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빈부 및 도농 간 격

세네갈은 2017년 기준 향후 4년 동안 267곳의 보건소(Poste de santé), 22곳의 의
료원(Centre de santé)와 세 곳의 레벨 2 병원(Kaffrine, Sedhiou, Kedougou 지역)과 한 곳의
레벨 3 병원(Touba시), 암 센터(Diamniadio시)와 화상집중치료소(다카르)를 건설할 계획
세네갈 보건부는 보건총국(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사회활동 총국(La

1) 인근 국가들의 경우 기대수명은 모리타니 63.4세, 감비아 61.4세, 기니 60.6세, 말리 58.5세, 기니비사우 57.8세이며, 1,000
명당 영아사망률은 감비아 42.2명, 모리타니 54.4명, 기니비사우 57.8명, 기니 58.3명, 말리 68.0명임
2) 전체 인구대비 HIV/AIDS 감염률은 0.9%로 여타 아프리카 지역보다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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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Générale de l’Action Sociale),

인력자원국(DRH, La 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등과 하부조직으로 구성

3│교 육
세네갈 정부 조직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2개 중앙부처가 있으며, 국가교육 및 연
수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대학교육 및 그랑제꼴(Grandes
écoles) 관련 국가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로 구성

헌법 21조 및 22조는 세네갈의 모든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6세에서 16세까지 10년간 무상으로 의무교육３)을 제공. 그러나 평균 학교
교육 이수기간이 3년으로 매우 짧으며,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
중이 17.1%, 15세 이상 성인 문맹률이 54.6% 등으로 아직도 교육수준이 매우 열
악한 상황이며, 교육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사들의 파업도 빈번하게 발생
세네갈은 서부아프리카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1957년 개
교한. 다카르 대학(UCAD)４)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
●

개설 학과는 문학, 법·경제학, 과학, 의학, 언론, 공학, 사서학, 교육학 등

한편, 다카르 국제경영학교(ISM)는 1992년에 세네갈에 설립된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으로 서아프리카 명문학교로 평가
●

2019년 기준, 세네갈내 8개 캠퍼스가 있으며 재학생 수는 3,500명에 이르고 있으
며 4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재학 중

3) 세네갈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 저학년 4년, 고학년 3년, 대학교육은 4년제가 보편적이며 학년은 10월-2월 1학기,
3월-7월 2학기로 구성됨
4) 재학생 수가 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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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교
인구의 94% 이슬람교도이며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 이슬람 공동체(brotherhood)
가 사회 깊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마라부
(marabout)들이 회교도들의 사회경제생활을 선도

세네갈의 이슬람 공동체중 무리드(Mouride)파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이외에 티
지안(Tijaniyya/Tidianes), 니아시야(Niassiyya), 카디리야(Qadiriyya), 라옌(Layenne)파 등
이 있음. 최근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종교 및 정치적 입장을 지닌 개혁적 회교조
직들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중
무리드파, 티지안파 등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하며, 대선 등 중요 선거시
다수 정치인들이 신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종교지도자를 방문
세네갈은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2019년 현재 기독교 선교사도
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등 타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보임. 한편, 세
네갈 남부 지역인 카자망스는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카
톨릭과 토속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교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
사회·문화

5│언 론
세네갈은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언론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 국경 없는
기자회５)(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세네갈 언론 자유의 세계 순위가 2015년

5)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 로베
르 메나르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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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80개 국가 중 71위였으나 2017년 기준 58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
르 솔레이(Le Soleil)지는 친정부 성향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며 민영 언론
으로는 L'Observateur, Le Quotidien, Le SudQutodien, Walfadjiri 등이 있음.
최근에는 Dakaractu 등 인터넷 신문 등장
국영 RTS 방송국의 비중이 크며, 이외에도 다수의 민영 라디오와 TV 방송국 존재

6│관 광
2017년 기준 GDP의 10% 그리고 전체 고용의 9%를 차지할 정도로 세네갈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요 소득원. 유럽과 가까운 거리, 정치적 안정,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뛰어난 자연 및 문화 환경(700km의 긴 해안, 2개의 세계자연유산, 5개의 문화유산)
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 관광지로 인식
●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국가로 연결된 직항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난 2017.12월 수도 다카르에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 신공항
(AIBD)이 개항하여 운영중

대서양 해변을 따라 외국인을 위한 관광 리조트들이 일부 개발되어 있으며 유럽
의 겨울철인 12~2월 중 따뜻한 기후를 즐기기 위해 방문. 월동을 위해 세네갈에
남하하는 철새를 관찰하는 것도 세네갈 관광의 주요 동기
주요 관광지 : 고레섬(노예 수출 기지, 각종 역사유적 관광 가능), 쥬쥬 국립공원(철새 도래지), 생루이
(구 프랑스 식민지 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살리(휴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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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수수료 면제 등 정부의 관광 육성 정책으로 인해 세네갈을 방문하는 관광객
은 2014년 96만명에서 2017년 13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네갈 정
부는 2023년까지 방문자 300만을 맞이하는 아프리카내 5대 관광국으로 도약하
는 것을 목표
다만, 세네갈 정부(내무부)는 2019.10월 현재 국가안보 및 상호주의를 이유로 입국
비자 재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일부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를 요
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2019년말까지 관련 방침을 최종 발표 예정

7│문화•예술•체육
초대 세네갈 대통령은 정치인인 동시에 유명한 시인으로 10권 이상 시집을 출
간하였으며, 독립직후부터 서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네갈 전통예술 육성정
책을 취하였으며, 소라노(Sorano) 국립극장 및 국립 전통무용단을 창설

전통 음악을 현대 음악과 접목시켜 98년 프랑스 월드컵 개막전에서 노래를 한 바
있는 유수음두르(Youssou Ndour)를 비롯하여 바바 말(Baba Mal), 이스마엘 로(Ismaël
Lô) 등이 국제적으로 유명

춤으로는 ‘음발락’과 쿠바 살사를 섞은 세네갈 살사가 유명하며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리공예가 대표적인 예술품
세네갈 지식인 대상의 많은 신문, 잡지들이 세네갈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여러
서점들이 운영되고 있음. 마리아마 바(Mariama Ba), 아미나타 소우 팔(Aminata S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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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셰크 아미두 칸느(Cheikh Hamidou Kane) 등 세네갈 또는 주변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인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마리아마 바의 소설 ‘이토록 긴 편지’(Une si
longue lettre)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0개 국가에 출간

세네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전통 경기인 뤼트(Lutte) 경기가 있으며, 우
리나라 씨름과 유사하게 모래판위에서 경기를 진행. 뤼트 챔피온은 대중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으며 유명인 못지않은 대우
축구도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최초 월드컵 출전인 2002년 월드컵에
프랑스를 1-0으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8강까지 진출
2018년 10월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세네갈을 2022년 하계 청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s) 개최국으로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선정

프랑스의 영향으로 노조 가입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노조의 영향력이 크고 각종
노동자 권익에 관한 법령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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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072
2. 협정체결 현황 072
3. 주요 인사교류 현황 073
4. 문화 체육교류 076
5. 경제 관계 077
6. 경제협력 현황 079
7. 교민 현황 082

우리나라와의 관계

1│기본 관계
외교관계 수립일: 1962.10.19
공관설치 현황
●

우리나라 공관 : 상주(73.5.4 개설) (최원석 대사, ‘18.5 부임)

●

상대국 공관 : 2007.8 주한 세네갈 대사관 개설(Mamadou Gueye FAYE 대사, '17.7 신임
１)

장 제정)

2│협정체결 현황
1975.04

무역협정

1) 주한명예영사(인천 관할): 구제병 ㈜경인기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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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04

문화협정

1979.04

경제기술협력협정

1984.07

투자보장협정

1997.09

청년 봉사단 파견협정

2008.05

EDCF 기본협정

2016.04

무상원조 기본협정

3│주요 인사교류 현황
[ 우리나라 인사 방문 ]
노신영 외무장관

1982.08

전두환 대통령

1985.09

이종찬 특사

1986.08

이원경 특사

1987.08

최창락 특사

1988.

노영찬 특사

1991.05

김창훈 특사

1997.05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2005.03

유재건 의원등 국회 보이스카웃 연맹 의원단 방문

2005.12

정동채 문광부 장관 국제관광기구 총회 참석

2006.02

이해찬 국무총리 방문

2006.06

반기문 외교장관(비공식, 반줄 AU 총회 참석 계기)

2007.02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2007.02

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

2007.03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박희태, 노현송, 이광철 의원)

2007.10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여수박람회 유치 활동)

우리나라와의 관계

1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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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신장범 KOICA 이사장

2008.10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

2008.12

오지철 한국관광공사사장

2011.02

최연희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장

2012.05

김성한 외교부 2차관 방문

2013.03

박재선 외교장관특사(전 대사)

2013.10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2013.10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2014.01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2016.09

임성남 외교부 1차관

2018.01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학재, 김진태, 김상희, 백혜련 의원)

2019.01

이주영 국회부의장

2019.04

김진표 의원, 전현희 의원(대통령 특사)

[ 세네갈인사 방한 ]
1979.04

Leopold Sedar SENGHOR 대통령

1983.10

Habib THIAM 국회의장

1984.07

Abdou DIOUF 대통령

1990.12

Seydina Oumar SY 외무장관

1997.10

Fode SECK 외무차관(KOICA 고위정책개발과정 참석)

1998.06

Andre SONKO 교육부장관(KOICA 교육정책 고위급과정 참석)

2001.01

NDONG 체육부장관(월드컵 조추첨 행사 참관)

2002.05

NDONG 체육부장관(대통령 영애 포함, 월드컵 관람)

2003.05

Serigne DIOP 법무장관(반부패 국제회의 참가)

2004.10

Landing SAVANE 산업부장관(지적재산권 관련 최빈국 장관회의 참가)

2005.05

아프리카를 위한 신파트너쉼(NEPAD) 및 경제통합부 장관 제6차 정부혁신
포럼 참석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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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ORÉ 중소기업부장관(세계중소기업회의 참석)

Lamine BA 국제협력부장관(한-아프리카 포럼 참석)

2007.09

Cheikh Tidiane GADIO 외교장관(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회의 참석)

2008.06

Habib SY 인프라·교통·정보통신부장관(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 회의 참석)

2008.07

Abdoulaye BALDE 대통령 비서실장(KOICA 국별연수 참가)

2009.02

Souleymane Ndéné NDIAYE 해양수산부장관

2009.07

Samuel SARR 에너지장관(WADE 대통령 특사 자격)

2009.11

WADE 대통령

2009.11

NIANG 외교부장관(2차 한·아프리카 포럼)

2010.02

Karim WADE 국제협력부장관

2010.04

Diallo 대통령 특보(아프리카담당) 방한(KF) 초청

2010.05

Ndiwar WADE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2010.09

DIOP 재정경제부장관(KOAFEC 계기)

2010.11

THIAM 해양경제부장관(부산해양에스포 참석계기)

2011.05

THIAM 해양경제부장관

2011.10

Awa NDIAYE(여) 문화여성환경부장관

2011.10

Lo THIEMO 수공예관광부장관(UNWTO총회)

2011.11

BA 대통령 외교보좌관, THIAM 해양경제부장관

2011.12

Karim WADE 국제협력부장관(대통령 특사)

2012.09

Pape DIOUF 수산해양부장관 방한

2012.10

Papa Omar NDIAYE 외교부차관(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

2012.11

Pape DIOUF 수산해양부장관 방한(부산엑스포)

2013.08

Mary Teuw NIANE 고등교육연구부장관

2013.11

Haydar El ALI 수산해양부장관

2014.08

GUEYE 해수부장관, KEBE 외교부 차관

2015.04

Diene FAYE 물위생부장관(대구 물포럼)

2015.06

Macky SALL 대통령

2017.10

Birame DIOP 공군참모총장(ADEX2017)

2018.06

Oumar GUEYE 해수부장관(KOAFEC)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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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Serigne Mbaye THIAM 물위생부장관(국제물주간)

2019.10

Sidiki KABA 국방부장관, Joseph Mamadou DIOP 공군참모총장 (ADEX
2019)

4│문화·체육 교류
가. 문화 교류
2016 년부터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ISM (Institute Superieur
Management) 대학내

de

한국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글을 우수성을 알리고 한류문화를 전파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5월 ‘매력한국 알리기’ 문화행사를 기획
하여 수도인 다카르 및 생루이 등에서 퓨전국악팀인 Purity(5인조)와 K-Pop 댄스
팀 Scholars(5인조)가 3차례 합동 공연을 실시
서부아프리카의 대표적 예술 행사인 다카르 비엔날레(2018.5.3.~ 6.2) 계기 우리
예술인 18명(유진규 작가 등)이 참석하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한국문화를 알
리는 [또다른 언어들 – 2018년 다카르 비엔날레 한국 특별전]을 보리바나 현대
미술박물관에서 개최
●

2014.5월에도 다카르 비엔날레에 한국인 작가 5명이 초대(박은준, 인세인 박 등)되어
작품전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8.5월에도 다카르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
8명(김선두, 박방연, 이목을 등 참여)의 작품 전시회도 개최

한편, 2007년 세네갈의 최고 대중인기가수 유수음두르(Youssou Ndour)와 이스마
엘 로(Ismaël Lô)가 방한 공연을, 우리나라의 ‘슬기둥’이 세네갈 공연 실시
76

나. 체육 교류
2019년 4월 제24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열려 약 500명의 선수가 겨루기(46개),
품새(10개) 종목에서 경합. 대사배 태권도 대회는 2013년도 제23회 대회까지 개최
되었으나 예산부족과 파견 태권도사범 복귀 등으로 5년간 중단되었다가 2019년
부터 재개
2019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세
네갈과 겨루어 승부차기 끝에 3대2로 세네갈을 이기고 4강에 진출한 바 있으
며, 남자 국가대표팀 기준 세네갈과 역대전적은 1승1무 2패로 세네갈이 우위
(2019.10월 기준 세네갈 피파랭킹은 20위로 37위인 한국보다 우세)

세네갈은 독립이래 하계 올림픽에 모두 참가하였으나, 88 서울올림픽에서
400M 남자 허들 경기에서 아마두 지아 바(Amadou Dia Ba) 선수가 세네갈 최초이자
유일하게 은메달을 획득

5│경제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무역형태는 공산품 수출 및 1차 산품 수입이 기본 구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교역규모는 1억 7945만 미불로 수출은 자동차,
화학, 섬유제품, 가전 등을 중심으로 1억 1,936만 미불, 수입은 어류, 수산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6,009만 미불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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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산 갈치２)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이며, 한국이 세네갈로부터 수
입하는 액수(7,400만불, 2018년 기준)의 약 90%를 어류 및 수산가공품이 차지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연도별 교역 현황(출처 : 관세청)

(단위：백만불)

연도

‘15

‘16

‘17

‘18

상품 수출

146.2

250

78.6

119.4

상품 수입

62.7

74.0

61.2

60

총교역량

208.9

324.0

139.8

179.4

나. 우리 상품 진출 현황
자동차 : 현대, 기아 등 국산자동차가 현지인 경영 대리점에 의해 위탁판매 중
휴대폰 및 가전제품 : LG, 삼성 등의 휴대폰과 가전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현지인들이 선호

다.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
투자 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6건, 6,409천 달러
세네갈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및 유니벨라(유통 및 가발),
LINDA(가발), NINA(가발) 등
●

삼성전자는 서아프리카 지점을 다카르에 설립, 휴대폰 등의 판매 비중이 높음

●

가발 업체인 NINA 및 LINDA는 각각 현지인 1,000명 이상을 고용, 내수 및 수출
품을 생산

2) 세네갈 갈치의 한국 수출액은 4천 8백만불, 10,772톤(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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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은 해상인프라 구축사업 등 EDCF 사업 수행 차원에서 2018.5월 다카
르에 사무소를 개설·운용

동원그룹은 2012년부터 스카사(SCASA : 가공)와 캅센(CAPSEN: 조업)에 약 2,400만 유로
를 투자하였으며 약 1,000명의 인력을 고용, 참치 가공제품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
●

특히, 스카사는 2018년에만 15,000톤의 참치 제품을 생산하여 2016년 보다 3배
넘게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의 약 80%가 미국에 수출(대부분 StarKist社)되
며 세네갈 무역에 큰 기여

6│개발협력 현황
가. 對 세네갈 협력방향
우리 정부는 국별 중점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을 바탕으로
세네갈도약계획(PSE 2014-2023) 달성 지원을 위해 ▲ 지역개발 ▲ 교육 ▲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교통 4대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을 집중

프로젝트 사업
●

CPS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 지역개발(농업) ▲ 교육(인적자원개발) ▲ 물관
리 및 보건위생

▲ 거버넌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지역개발
●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연구지원 사업, 농업교육시설(CIPA)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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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개시설이 포함된 미곡가치 사슬 지원사업 등 2019년 기준 총 3개 농업
사업을 북부 지역(St. Louis 주)에서 실시 중
교육
●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ISEPDD)을 중심으로 고급기술인력 양성 사업, 영유아
발달(ECD) 및 영유아교육 분야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영유아발달 사업(St. Louis 주 및
Louga 주) 등 교육수준별 인적자원개발을 지원 중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중부지역(Fatick 주, Kaolack 주, Thies 주)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수 공급을 통한 지역
주민의 위생개선 및 모자보건 분야 지역의료인력 역량강화 등 보건 분야 지원을
집중 실시 중

연수생 초청
●

석사과정 연간 약 5명, 단기과정 약 40명 규모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지식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중. 2018년 기준 누적인원 644
명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

●

귀국연수생동창회(ALASCO)는 2013년 세네갈 법무부에 조직등록을 하여 정식 그
룹으로 발족하였으며, 연간 세미나 및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수 경험을 나
누고, 한국 문화 및 적용 사례 등을 공유

봉사단 파견
●

1996년 5명(농업 및 컴퓨터) 파견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 총 8명을 파견하였으나
1999.6.30.으로 봉사단원 파견을 일시 중단 수준. 2002년 봉사단원 파견을 재개
하여 2018년 기준 누적인원 704명

●

그러나 2013년 파견인원 총 51명으로 점차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4년 서아프리
카지역 에볼라 출혈열 사태로 파견규모가 급감하여 현재 연 20명 수준을 유지중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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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UNOPS 서아프리카지역사무소, UNESCO 서아프리카지역사무소에 각
1인 총 2인을 파견 중

민관협력 및 다자협력
●

2019년 기준 플랜코리아(교육, 보건) 및 더멋진세상(농업) 등 2개 시민사회단체가 각
각 Louga 주 및 Dakar 주에서 사업을 추진중

●

WH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하라이남 감염병 위기관리체제 강화사업 내 세
네갈 및 기니 등이 대상국가로서 포함되어 있으며, 세네갈은 현재 정부간 양자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다자사업 추진은 다소 미미

태권도 사범 : 2명

다. 유상원조
수출입은행을 통해 ▲ 해상인프라 1단계 사업(49백만불), ▲ 정부행정망 구축 사업
(25백만불), ▲ 해상인프라구축

2단계 사업(88백만불), ▲ 암센터 건립사업(85백만불) 등의

EDCF 사업을 지원
해상인프라구축 1단계(MIEP 1)３) 사업 개요
2011.12월 EDCF 약정이 체결되어 약 4천9백만불 차관 제공(사업자 : 삼성물산)

●

사업 내용 : Ziguinchor-Dakar 여객선 2척 건조, Ziguinchor 냉동창고 설치,
Ndakhonga 여객터미널 신축 등

해상인프라구축 2단계(MIEP 2) 사업 개요
●

2016.4월 EDCF 약정 체결되어 약 8천8백만불 차관 제공(사업자 : 삼성물산)

●

사업 내용 : 준설선대 구매, 유류저장 설비 신축, 유조선접안(Jetty) 설비 지원

3) MIEP은 Maritime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Project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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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개요
●

2019.7월 EDCF 약정 체결, 약 8천5백만불 차관 제공(현재 컨설팅 사업 진행중)

●

사업 내용 : 병원 건축, 의료장비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교육훈련, 운영
지원, 병원설계, 장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 등)

7│교민 현황
기업 진출 현황 : 수산업(14), 가발업(4), 요식업(5), 잡화 및 문구점(2), 건설업(1) 등 진출
교민 현황 : 약 270명 거주(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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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북한 관계
1. 세네갈의 기본정책 086
2. 북한과의 관계 086
3. 협정체결 현황 087

세네갈-북한 관계

1│세네갈의 기본정책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 원칙적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리외교 차원에서 우리나라와의 우호협
력관계를 유지·강화중
세네갈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이
행에 동참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중
●

세네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통보 등에도 협조적인 편으로, 유엔 안보리에
2016.8월, 2017.5월, 2017.12월 각각 이행보고서를 제출

2│북한과의 관계
관계수립일: 1972. 9. 11
공관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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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1998. 2월 북한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주세네갈 상주 대사관 폐쇄(1972.
11.6 개설)하고

서부아프리카 거점공관인 주기니 대사관에서 겸임하였으나,

2013.7월 상주공관 재개설
●

세네갈 : 주 일본 대사관 겸임

한편, 다카르 시내에 만수대해외창작사
(MOP)가

설계·시공하여 '아프리카 르네상

스' 조형물을 설치(2011년 완공)

△ ‘아프리카 르네상스’ 조형물

3│협정체결 현황
1974.05

경제기술협력 협정

1974.05

무역 협정

1986.06

혼성위창설 협정

1994

정보교류협력 협정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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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각료 명단 090

세네갈 개황 │ 부록

1│각료명단

[ 장관 명단 ]
●

국방부 장관 : Sidiki KABA

●

내무부 장관 : Aly Ngouille NDIAYE

●

재정예산부 장관 : Abdoulaye Daouda DIALLO

●

외교부 장관 : Amadou BA

●

법무부 장관 : Me Malick SALL

●

지역개발·평등사회부 장관 : Mansour FAYE

●

석유에너지부 장관 : Mouhamadou Makhtar CISSE

●

공직 및 공공서비스 개혁부 장관 : Mariama SARR

●

인프라, 육상교통 및 토지개발부 장관 : Oumar YOUM

●

경제계획협력부 장관 : Amadou HOTT

●

보건부 장관 : Abdoulaye Diouf SARR

●

농업개발부 장관 : Moussa BALDE

●

수자원부 장관 : Serigne Mbaye THIAM

●

여성가족부 장관 : Ndeye Saly Diop DIENG

●

관광·항공교통부 장관 : Alioune SARR

●

수산·해양경제부 장관 : Aminata Mbengue NDIAYE

●

교육부 장관 : Mamadou TALLA

●

국토개발부 장관 : Oumar GUEYE

●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 Cheikh Oumar HANN

●

산업개발·중소산업부 장관 : Moustapha D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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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부 장관 : Abdou Karim SALL

●

광업지질부 장관 : Aissatou Sophie Gladima SIBY

●

스포츠부 장관 : Matar BA

●

축산부 장관: Samba Ndiobene KA

●

노동부 장관 : Samba SY

●

도시계획·공공위생부 장관 : Abdou Karim FOFANA

●

상업·중소기업부 장관 : Aminata Assom DIATTA

●

문화·통신부 장관 : Abdoulaye DIOP

●

청소년부 장관 : Nene Fatoumata TALL

●

소규모금융·사회경제부 장관 : Zahra Iyane THIAM

●

고용·직업교육·전통산업부 장관 : Dame DIOP

●

정보통신부 장관 : Ndeye Ticke Ndiaye DIOP

(2019.11월 현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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