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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와 사무소

조직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본부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다. 아프리카 역
내에는 3개의 지역사무소(나이로비, 프리토리아, 튀니스)와 7개의 연락사
무소를 포함한 37개의 국가사무소가 있다. AfDB그룹은 2012년, 아프리
카 역외에서는 유일한 아시아대표사무소(Asia External Representation
Office)를 개설했다.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일본 도쿄에 위치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업무와 역할 및 아프리카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아프리카
의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아·태지역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4개국이며, 아시아대표사무소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1964년 설립

아프리카개발은행이 2013년도 발표한 「10개년 개발전략(Ten Year Strat-

튀니지
모로코

egy 2013-2022)」은 포용적 성장과 녹색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중점

알제리

을 둔다. AfDB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지역경제통합, 민
간 부문 개발, 거버넌스, 인적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사업의 과제
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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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5s)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지
원한다.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연
차총회가 2018년 5월 21일-25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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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목표와 성과
램에 공공 및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

난 10년간 꾸준히 그 활동 영역을 확장,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구어낸 다양한

말라위

짐바브웨 모잠비크

성과 중에는 150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시설을 설치, 천만 명 이상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이 혜택을 받았다. 천백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 이천팔백만 명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천육백만 명이 넘는 농업종사자에게

국가사무소
연락사무소

AfDB의 주요 활동과 목표는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

이 보유한다. AfDB의 5대 중점분야

사업을 위해 미화 약 1,220억 달러의 융자·무상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지

잠비아

[AfDB’s High 5s]

채용 정보

센트는 역외 회원국(비아프리카 국가)

을 발휘하고 있다. 1967년부터 2015년말까지 아프리카의 4,974개 개발

지역사무소

of Africa)을 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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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내 회원국(아프리카 국가), 40퍼

확고히 해왔으며, 설립 이후 50년이 넘게 아프리카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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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가입했다. 지분의 60퍼센트

상시키는 것이다. AfDB는 역내 회원국의 주요 개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차드

부르키나파소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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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의 「The High 5s」
는 아프리카의 ①에너지(Light up
and Power Africa), ②농업(Feed
Africa), ③산업화(Industrialize
Africa), ④역내 통합(Integrate
Africa), ⑤삶의 질 개선(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원국(역내54, 역외26)이 가입, 한국은

이집트

세네갈

산업화

된 다자개발은행이다. 현재 총 80개 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직접적인 도움, 이백만 명의 농촌 지역 농부가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수받
았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 걸쳐 백십만 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2016
년에만 6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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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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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임 연설에서 AfDB의 기존 「10개년 개발 전략」을 한층 확장한 AfDB의 5

www.afdb.org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아프리카 역내 회원국에 대해 융자와 무상자금

대 중점 목표인 「The High 5s」를 발표했다. 앞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지원이 집중될 이 5개의 분야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
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The High 5s」는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SDGs와 유엔기후변화협
약 등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 관련이 깊은 분야이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과의 협력 하에 수립된 「아젠다 2063(Agenda 2063)

을 제공한다. 융자는 정부대상 융자와 민간 대상 융자이다. 역내 회원국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시아대표사무소
AfDB Group, 7th Floor, NBF Hibiya Building 1-1-7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중 중소득 국가에 대해, 또는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준
상업 베이스 또는 상업 베이스로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AfDB의 축적
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해당 국가가 계획한 개발 목표에 맞는 프로

T +81 3 4589 8721 E asia.office@afdb.org

그램과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www.afdb-org.kr (한국어)
www.afdb-org.cn (중국어) www.afdb-org.jp (일본어)

TA)을 제공한다. 기술지원이란 중앙·지방 공무원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강조된 항목이다.

각 국가의 제도를 근대화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조직능력을 강화
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발행

AfDB의 강점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원의 직무

생동감 넘치는 다문화 환경과 다양한 배경의 직원 채용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원은 이코노미스트, 분석가, 변호사, 투자가,

컨설턴트 자격 요건
지원 희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있는 급여 체계와 직원 복지

재정가, 환경전문가, 연구원, 회의 의장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한다. 경제, 경영, 금융, 회계, 교육, 공학, 국제관계, 공공보건, 민

도전적인 업무 참여와 아프리카 발전에 관한 폭넓은

간부문, 엔지니어링, 기반 사업, 도시계획, 환경, 에너지, 농업, 수

지식과 경험을 획득

자원,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후변화, 천연자원관리, 지속

 련 분야에서의 경력 (주니어 컨설턴트 3년 이상, 중등 및
관
시니어 컨설턴트 5년 이상)

지속적인 직원가치평가 및 검토

가능발전, 양성평등, 취약국가 지원, 행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

영어 혹은 불어 능통

AfDB 역내 및 비역내 회원국의 국적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석사학위 이상

야에서 근무한다.

AfDB의 핵심가치
우수성 Excellence
기술과 사업적 관행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추구

전문직 지원 자격 요건
지원 희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fDB 역내 및 비역내 회원국의 국적
최소 석사학위 이상 보유

팀워크 Team Spirit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상호 존중하여 협력

관련 전문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영어 혹은 불어 능통

인턴십 자격 요건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
(Young Professionals Program; YPP)

지원 희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fDB는 32세 이하 석사학력자를 대상으로 영프로페셔널 프로그
램(YPP)을 운영한다. YPP는 AfDB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

AfDB 역내 및 비역내 회원국의 국적

법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여성의 지원을 장려한다. YPP는 3년 과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정의 프로그램이며 해마다 약 20-30명을 채용한다. 합격자는 다

석사 재학 중 혹은 석사 졸업 후 1년 이내

양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멘토링 등의 연수 과

영어 혹은 불어 능통

정도 포함된다. 2년 동안 두 번의 순환 근무 이후, 3년 차에는 공석
공고에 의한 경쟁을 통해 전문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성실성 Integrity

YPP 자격 요건

항시 높은 수준의 윤리,
정직, 책임 준수

지원 희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채용 정보
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fDB 홈페
이지의 채용 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

전문성 Professionalism

AfDB 역내 및 비역내 회원국의 국적

정확성과 고도의 효율성을 겸비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

만 32세 이하

한국어 홈페이지(www.afdb-org.kr)

석사학위 이상

를 참고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인 대상 채용 정보는

AfDB의 5대 중점분야(High-5s)와 관련된

투명성 Transparency
AfDB 정책과 절차의 고안, 해석, 적용에
있어 명료하고 공평하며 객관성있는 행동

실무 경험 (3년 이상)
영어 혹은 불어 능통

URL www.afdb.org/en/about-us/car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