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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은 2012년 10월, 아프리카 역외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대표사무소(ASRO, External Representation Office for 

Asia)를 개설했습니다.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일본 도쿄에 위치해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업무와 역할 

및 아프리카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아·태지역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4
개국이며,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아시아에서 개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여 미래의 개발에 활용하고, 

아 ·태지역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회원국을 늘려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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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은 전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 중 하나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1, 아프리카개발기금(ADF)2, 나이지리아 신탁기금(NTF)3

의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4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확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사회 

진보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역외 회원국 정부 및 선진국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2015

년에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에 대해 미화 66억 달러 융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납입자본(회원국이 지불한 자본금)은 2014년 말에 

미화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１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중소득 국가 및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해 
비양허적(준상업 베이스 또는 상업 베이스) 융자 등을 실시하는 조직.

２ (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저소득 국가에 대해 양허적(완화된 
조건) 자금이나 무상자금 등을 제공하는 조직.

３ (Nigeria Trust Fund) 나이지리아 정부와 합의 하에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

４ 이들 3개 조직을 통칭하여 정식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개발은행’
만으로 그룹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아프리카 역내 국가 54

개국, 아프리카 역외 국가 27개국으로 총 8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AfDB 회원국은 80개국, ADF 회원국은 69개국입니다(ADF 갹출국 29개국, 

ADF 수취국 40개국).

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내에는 2개의 지역사무소와 3개의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35개의 현지사무소가 

있습니다. 2개의 지역사무소는 케냐의 나이로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 있으며, 각각 동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총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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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와 무상자금원조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에 대해 융자와 무상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정부 대상 융자(SGL)5 와 민간 대상 융자(NSGL)6 로 

나누어집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중소득 국가에 

대해, 또는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준상업 베이스 또는 상업 

베이스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저소득 

국가에 대해 양허적 자금 공여로서 저금리 융자와 무상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５ (Sovereign Guaranteed Loan) 채무국 정부가 변제를 약속한 융자.

６ (Non-Sovereign Guaranteed Loan) 정부에 의한 변제보증이 없는 민간 대상 융자. 

2. 기타 금융상품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기타 금융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다양한

현지통화를 통한 융자, 신디케이트론, 보증공여, 주식투자, 준주식 등이 있습니다.

3. 기술협력
상기 업무 외에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협력이란 중앙·지방 공무원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제도 등을 근대화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 및 민간 등 조직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미화 총 73.2억 달러에 달하는 232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2014년에 승인된 융자와 무상자금 비율을 개발 분야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AfDB는 1967년부터 2014년말까지 아프리카의 4,185개 개발 사업을 

위해 미화 약 1,040억 달러의 융자·무상자금을 제공했습니다.

AfDB와 대한민국 사이의 협력은 ADF 재원보충, 양자 신탁기금, 협조융자 

약정, 기술 지원, 과대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 (Heavi ly Indebted Poor 

Countries) 및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시행을 위한 재원 제공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2006년 4월,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Ministerial Conference)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KOAFEC은 현재까지 AfDB와 대한민국 간 

상시적 협력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2013년-2022년에 이르는 10년간의 장기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2022 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인 

‘포용적 성장’은 연령·성별·지리적 장벽을 넘어 경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인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구축, 방대한 천연자원의 올바른 활용, 지속가능한 

인프라 제공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이 목표를 위해 ❶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개발,
❷글로벌 시장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 경제 통합, ❸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민간부문개발, ❹보다 나은 경제성장을 위한 거번넌스 및 책임, 그리고
❺청년층의 실업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인적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사업의 
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취약국가, 농업 및 식량안전 보장, 

양성평등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국가에는 맞춤형 지원책,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성공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농업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가치사슬 접근법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능력과 

기회 신장은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생산성·참여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가 지역 통합을 이루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곳으로 거듭나 차세대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10개년 전략(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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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주요 업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대한민국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성과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2014년도에 승인한 
개발분야별 융자·무상자금 현황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으로의 이행

회원국

농업　10.85％

사회　8.15％

물 공급 및 위생
5.74％

에너지　29.34％통신　0.02％

운수　20.42％

금융　17.93％

다부문(multisector)　5.94％

산업　0.87％

환경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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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강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

5대 우선 사업 분야

인프라 개발

지역 경제 통합

민간부문 개발

거버넌스 및 책임

인적 기술 및 테크놀로지

3대 중점 분야

취약국
지원

연속적이며
지역적 접근

농업 및 
식량안보

가치사슬
접근법

양성평등

연령

변혁을 지원하기 위한
2가지 목표

여성의 역량증진
(지식·인적 기술 개발, 
법적 권리·재산권 강화)
경제활동 참여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