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도시 + 기획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7년 12월~2018년 3월
사업명

차용금액

승인날짜

아프리카

110.0

2018-01-30

우즈베키
스탄

유럽 및
중앙아시아

140.0

2018-01-25

인도

남아시아

120.0

2018-01-04

국가

지역

세네갈

(100만 달러)

01

자치시 및 단체 지원 프로그램

02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03

우타라칸드주 도시 근교 상수 공급 프로젝트

04

자치시 서비스와 사회적 회복 프로젝트

요르단

중동 및 북
아프리카

21.12

2017-12-28

05

카사블랑카 자치시 지원 프로그램

모로코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0.0

2017-12-13

Municipal and Agglomerations Support Program

District Heating Energy Efficiency Project

Uttarakhand Water Supply Program for Peri Urban Areas

Municipal Services and Social Resilience Project

Casablanca Municipal Support Program

세계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7년 12월~2018년 3월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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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갈로르 지하철 프로젝트 – R6 노선
India: Bangalore Metro Rail Project – Line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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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국가

지역

인도

남아시아

차용금액

(100만 달러)

승인날짜
2017-12-08

세계 ODA사업 동향

01

02

세네갈 자치시 및 단체 지원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Municipal and Agglomerations Support Program

District Heating Energy Efficiency Project

사업 승인

2018. 1. 30

사업 승인

2018. 1. 25

사업비

•총 사업비 : 2.6억 달러
•차용 금액 : 1.1억 달러
•차용 기관 : IDA

사업비

•총 사업비 : 1.4억 달러
•차용 금액 : 1.4억 달러
•차용 기관 : 필리핀 재무부

금융 제공방식

IDA 기금

금융 제공방식

IDA 기금

사업 실행기관

지방개발청(ADM)

사업 실행기관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3.07.30

사업 완료 예정일

2024.12. 31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지방정부 재정 및 공공투자 관리의 도시지방정부 참여 실적 강화

•우
 즈베키스탄 일부 지역 내 효율적이고 양질의 난방과 온수 서비
스 개선

사업 분야
•지
 방정부, 공공행정, 도시 교통, 위생, 폐기물 관리, 상수 공급, 홍
수 예방

사업 구성
• 세네갈의
지방 분권 정책 이행과 관련된 법적 틀과 거버넌스 기

관 강화
• 영토 관리 및 공간 계획의 응집력 강화
• 지방 정부의 조직 및 기술, 인적자원 역량 강화
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표준 조직도
(Organigrammes types) 수립
②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능한 직원 확보 및 유지
③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연수센터 설립
④ 국토 정보 및 계획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지방 정부의 재정적 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 투자 장려
• 프로그램은 2단계로 실행
① 1단계(2018-2022): 국가 수준의 구조 개편 및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하위조직 내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② 2단계(2023-2027): 1단계에서 시행된 사업 보완 및 모든
지방정부에 확대 적용

사업 분야
• 에너지 및 채굴자원

사업 구성
• 5개의 사례 도시의 지역난방 시스템 현대화(예상비용 1.3억 달러)
① 새로운 지역난방 보일러 시설 설치
② 지역난방 네트워크 시설 교체
③ 아파트 단지 및 공공건물 내 개인난방 변전소 설치
④ 급수 네트워크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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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인도 우타라칸드주 도시 근교 상수 공급 프로젝트

요르단 자치시 서비스와 사회적 회복 프로젝트

Uttarakhand Water Supply Program for Peri Urban Areas

Municipal Services and Social Resilience Project

사업 승인

2018. 1. 4

사업 승인

2017. 12. 28

사업비

•총 사업비 : 1.5억 달러
•차용 금액 : 1.2억 달러
•차용 기관 : 우타라칸드주 정부

사업비

•총 사업비 : 3,000만 달러
•차용 금액 : 3,000만 달러
•차용 기관 : 요르단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 제공방식

중동 및 남아프리카 세계은행 지부 독립신탁 기금

사업 실행기관

우타라칸트주 상수 공급 및 위생부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partment)

사업 실행기관

사업 완료 예정일

2023.12.31

사업 완료 예정일

N/A
2020.12. 31

사업 목적

사업 목적

•인
 도 우타라칸드주 근교 도시에 개선된 상수도 공급 서비스 접근
성 향상

•요
 르단 자치시 내 국민과 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취업
기회 알선 프로젝트 사업 지원

사업 분야
• 상수 공급 및 관리

사업 분야
• 다중 분야

사업 구성
• 근교
지역 내 수도 공급 파이프 건설 & 재건 사업, 연결망 확장

및 계량 서비스 확대
• 근교 도시 지역 내 급수 서비스에 관한 정책 계획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원 제공
① 프로그램 관리
② 근교 도시 지역의 수도 공급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모
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강화
③ 근교 도시 지역의 서비스 내 수도 공급 서비스에 대한 기술평
가 및 연구 수행
④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술력 보완

100

사업 구성
•자
 치시 지원금
•제
 도적 지원과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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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카사블랑카 자치시 지원 프로그램

인도: 방갈로르시 지하철 프로젝트 – R6 노선

Casablanca Municipal Support Program

India: Bangalore Metro Rail Project – Line R6

사업 승인

2017. 12. 13

사업 승인

2017. 12. 8

사업비

•총 사업비 : 5.5억 달러
•차용 금액 : 5.5억 달러
•차용 기관 : 모로코 정부

사업비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총 사업비 : 17.85억 달러
•차용 금액 : 3.35억 달러(AIIB), 3.50억 달러
(EIB 트랑쉐 A), 2.33억 달러(EIB 트랑쉐 B),
2.55억 달러(인도 정부), 6.12억 달러(카르나타
카주 정부)
•차용 기관 : 인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방갈로르시 지하철 유한 회사

사업 완료 예정일

2021.12.31

사업 실행기관
모로코 내무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1.12. 31

사업 목적
•카
 사블랑카 자치시의 투자 촉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업지 내
기초 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업 분야
• 도시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 자치시 재원 조달, 자치시 시설 건설·

교통·상수 공급 및 위생

사업 구성
•카
 사블랑카의 재정 자원 관리 및 제도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IT
시스템 및 점진적 운영 비용. 시민 참여 및 상업 및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플랫폼의 개선, 개발 및 지원, 자치시 PPP 운영의
개발 및 구조화
• 프로그램 지역 중 낙후된 지역 내 물 공급, 위생 및 전기 네트워크
확장
• 카사블랑카 자치시 내 교통 도로, 인도, 배수로, 녹지, 가로등, 건물
및 신호등을 포함한 도시 도로망 및 주변 지역의 수리 및 업그레이
드
•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목적
•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확장하여 방갈로르 중심부를 통해 효율

적이고 높은 대도시의 남북 연결성 제공

사업 분야
• 교통 및 도시철도

사업 구성
•
•
•
•

 .5km의 고가교와 6개 고가역의 건설
7
14.5km의 지하 터널과 12개 지하철역의 건설
차고지 건설
터널 환기 시스템 및 환경 제어 시스템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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