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한국
AfDB
 1982년도 가입
 중소득 국가와 민간부문에 비양허성
차관 제공
 1980년 가입
 최빈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자금 제공

2021년 12월 기준
국가별 전체 지분율

 2018년 5월 21-25일 부산에서 개최

나이지리아
9.1% 미국

한국
납입 자본: 4.53억 달러
전체 지분율: 0.5%

ADF

제53차 AfDB 연차총회
 외부 재정 동원 및 내부 자원 유통의 중요성 강조

6.4%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지식개발, 역량강화, 에너지 및 인적자원을 위해
50억 달러의 재정 지원 약속

이집트
5.9%

기타
73%
한국

일본
5.3%

 제6차 KOAFEC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와 동시 개최

0.5％

한국-아프리카 경제 협력(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KOAEFC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KOAEFC (코아펙):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한-아프리카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향 논의 등을 위한 한아프리카간 장관급 경제협력플랫폼
 200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하여
경제협력세미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기회 제공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 정부의(기획재정부 &
수출입은행) 공동 주최 행사. 일반적으로 500명 이상의
참가자 참여

KOAEFC 자문단 회의
 2006년 설립되어 KOAFEC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준비 및
AfDB-한국정부의 소통 활성화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 External Representation Office (PEXT)

협조융자 협력

KOAEFC 양자 신탁 기금

 2021년 5월,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발굴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출범

 2007년 설립
 한국 정부는 추가 협정을 통해 미화
4,180만 달러의 추가 무상 원조 제공
 현재 약정된 무상원조 자금은 9,500만
달러
 아프리카 회원국에게 공동 연구 및 지식
공유를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 지원, 역량
강화, 기술 지원
 2021년 3월,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
정부 사이의 전반적 협력 협정(General
Cooperation Agreement) 10년 기간으로
갱신

Address: Kasumigaseki Building 24F, 3-2-5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6024, Japan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 KAEIF를 체결
 2016년 동아프리카의 4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1억
5,500만 달러를 약속

인적 자원 개발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등 인적 자원 교류 지원
 아프리카 현지 AfDB 본부로 기술 지원 인력 파견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한국 기관과
협력 및 교류

TEL: +81 3 4589 8721

Email: asia.office@afdb.org

Website: www.af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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