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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은 2012년 10월, 아프리카 역외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대표사무소(Asia External Representation Office)
를 개설했습니다.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일본 도쿄에 위치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업무 및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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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국
이며,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아시아에서의 개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여 미래의 개발에 활용

하고, 아 ·태지역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회원국을 늘려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시아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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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와 무상자금원조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에게 융자와 무상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정부 대상 융자(SGL)5 와 민간 대상 융자(NSGL)6 로 
나누어집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상업 베이스기반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저소득 국가에 양허적 자금 공여로 저금리 융자와 
무상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５ SGL (Sovereign Guaranteed Loan): 채무국 정부가 변제를 약속한 융자

６ NS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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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란 중앙 ·지방 공무원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제도 등을 근대화하고 공적기관 및 민간이 조직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미화 총 87.8억 달러에 달하는 241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2015년에 승인된 융자와 무상자금 비율을 개발 분야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AfDB는 1967년부터 2015년말까지 아프리카의 4,974개 개발 사업을 
위해 미화 약 1,220억 달러의 융자·무상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 아프리카개발기금(ADF)과 1982년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에 가입했습니다. AfDB와 대한민국은 주로 ADF재원 보충, 양자 신탁기금,
협조융자 약정, 기술 지원, 고채무빈곤국 및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 시행을
위한 재원 제공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KOAFEC)를 출범하였고, 같은 해 4월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회의(KOAFEC
Ministerial Conference)가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회의는 AfDB와 대한민국 간 상시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사 10주년을 맞이한 제5차 KOAFEC회의가 2016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
었습니다. 또한,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가 2018년 5월 21일부터 25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AfDB의 「10개년 장기전략(AfDB Long Term Strategy
for 2013-2022)」은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개발, 지역경제  
통합, 민간부문 개발, 거버넌스, 인적 기술과 테크놀로
지를 중심으로 사업의 과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열린 AfDB 연차총회에서 아킨우미
아데시나 전 나이지리아 농업부 장관이 제8대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로 선출되어 2015년 9월 1일부터 5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데시나 총재는 AfDB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인 「5대 중점 분야(High-5s)」를
발표하였고, 이는 「10개년 장기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 개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사무소
지역사무소

연락사무소
본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은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 중 하나로,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1, 아프리카개발기금(ADF) 2, 나이지리아 신탁기금(NTF) 3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4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은 아프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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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에게 미화 66억 달러 융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납입자본금(회원국이 지불한 자본금)은 2014년 말에 
미화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１ A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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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F (Afric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 중 저소득 국가에 대해 양허적(완화된 
조건) 자금이나 무상자금 등을 제공하는 조직

３ 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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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조직구성 주요 업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대한민국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성과

AfDB의 5대 중점분야 
(High-5s)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역내 국가 54개국, 
아프리카 역외 국가 26개국으로 총 8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fDB 
회원국은 80개국, ADF 회원국은 69개국(ADF 갹출국 29개국, ADF 수취국
40개국) 입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지 역내
2개의 지역사무소와 3개의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35개의 현지사무소가 있고,
아프리카 지역 외에는 유일하게 일본 도쿄에 아시아대표사무소가 있습니다.

회원국

아킨우미 아데시나
(Dr. Akinwumi A. Adesina)
제8대 AfDB 그룹 총재

2015년도에 승인한 분야별 융자 ·무상자금

농업　8.12％

사회　9.41％

수자원 및 위생
6.29％

에너지　13.76％

통신　1.37％운수　27.21％

금융
21.33％

기타　12.45％

산업　0.0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High-5s」는 전력 공급(Light
up and Power Africa), 식량 보급(Feed Africa),
산업화(Industrialize Africa), 역내 통합(Integrate
Africa), 삶의 질 개선(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of Africa)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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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B’s High 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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