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 5s
아프리카개발은행의 5대 중점 목표

The High 5s란 무엇인가?
제8대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아킨우
미 아데시나는 2015년 9월 1일 취임
연설에서 AfDB의 기존 10개년 개발
전략(2013-2022년) 을 한층 확장하
다운로드: AfDB 한국어 홈페이지 (www.afdb-org.kr)

여, ① 아프리카 전력 공급 (Light up
and Power Africa), ② 아프리카 식량
보급(Feed Africa), ③ 아프리카 산업

‘The High 5s’는 10개년 개발전략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

화(Industrialize Africa), ④ 아프리카

변화 협약 등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국제적 아젠다와 더 본질적으로 깊
Dr. Akinwumi A. Adesina
제 8대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총재

역내 통합(Integrate Africa), ⑤ 아프

은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과

리카인의 삶의 질 향상(Improve the

의 협력 하에 수립된 ‘아젠다 2063(Agenda 2063)’에서도 중요한 우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of Africa) 의 5개의 새로운 중점 발전

선순위로 강조된 항목들이다.

목표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지원이 집중될 이 분야
들은 아프리카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유엔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2억 아프리카인 대다수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고, 총 인구의 42%가 하

달성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루 미화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구 네 명 중 약 한 명이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이다.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10개국 중 6개국이 아
프리카에 속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 지수도 높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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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의 범위를 더 많은 사람, 국
가, 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생산성 높은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프리카의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니
셔티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신재생에
너지, 기후스마트 농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우선적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한다.

The High 5s 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에너지 접근성의 결여이다.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위해서도 전력 보급은 필수적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25년까지 아프리카 내 보편적 전력 보급을 달성하기

전력 공급

위해 ‘아프리카 에너지 뉴딜’ 정책을 출범시켰다.

아프리카의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 2100년에는
4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식량을 확보하느냐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내 농업 규모를 혁신적으로 확대시키고,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농업 잠재력을 최대한

식량 보급

발휘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성장이 중요하다.
민간부문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

산업화

아프리카가 성장하려면 아프리카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지역을 잇는 인프라 구축, 즉 항만, 철도, 국경을
잇는 고속 도로 등을 건설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는 역내 통합의 염원을 이루고 반드시 세계를

역내 통합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목표

•	2025년까지 전력생산량
162GW 증대
•	1억 3천만 가구에 중앙
(온그리드) 전력망 연결
•	7천 5백만 가구에 독립형
(오프그리드) 전력망 연결

•	1억 5천만 명 이상에게
충분한 식량 공급
•	1억 명 이상의 빈곤 탈출
•	1억 9천만 헥타르 이상
토지의 생산성 복원

•	2025년까지 산업 부문
GDP 를 130% 증대
•	35개 특별 경제 구역 지원
•	30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수립 및 강화

•	지역 인프라 구축
•	아프리카 역내 무역 및 투자
증대
•	국가 간 이동 편의 도모
	(아프리카 공통 전자 여권·
무비자)

지난 10년간 이루어낸 희망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는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보건, 교육, 위생 시설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도

•	핵심 직업능력 개발

떨어진다. 따라서, 인프라 정비 및 식수, 보건위생 등의

•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재 육성에

삶의 질 개선

•	8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

힘써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청년고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The High 5s 홈페이지 http://www.afdb.org/en/the-high-5/

•	보건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