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7년 6월~2017년 8월

사업명

01

예멘 통합 도시서비스 위기대응 사업

02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프로젝트

Yemen Integrated Urban Services Emergency Project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차용금액

국가

지역

예멘

중동 및
북아프리카

150.0 2017-11-02

필리핀

동남아시아

207.6 2017-09-28

(100만 달러)

승인날짜

세계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7년 6월~2017년 8월

사업명

01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프로젝트

02

국제금융공사(IFC) 이머징아시아 펀드

Yemen Integrated Urban Services Emergency Projec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Emerging Asia Fund

지역

필리핀

동남아시아

207.6 2017-9-27

-

아시아

150 2017-9-27

(100만 달러)

승인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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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차용금액

국가

세계와 도시 + 기획

01

02

예멘 통합 도시서비스 위기대응 사업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프로젝트

Yemen Integrated Urban Services Emergency Project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7. 11. 2

사업 승인

2017. 9. 28

사업비

•총 사업비 : 1.5억 달러
•차용 금액 : 1.5억 달러
•차용 기관 : 유엔프로젝트서비스사무국(UNOPS)

사업비

•총 사업비 : 5억 달러
•차용 금액 : 2억 760만 달러(AIIB 2억 760만 달러)
•차용 기관 : 필리핀 재무부

금융 제공방식

IDA 기금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유엔프로젝트서비스사무국(UNOPS)

사업 실행기관

메트로마닐라개발국(MMDA)

사업 완료 예정일

-

사업 완료 예정일

2024.11. 30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예멘 주요 도시의 중요한 도시 서비스 재건 및 접근성 향상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선정 지역에 홍수관리 개선

*주요도시: 아덴(Aden), 다할레이(Al Dhale’e), 호데이다(Al
Hodeidah), 무칼라(Al Mukalla), 암란(Amran), 바질(Bajil), 베
이한(Bayhan), 바이트(Bayt al-Faqih), 다마르(Dhamar), 이브
(Ibb), 라히즈(Lahj), 리다(Rida), 사다하(Saadah), 사나(Sana’a),
세이온(Say’oun), 시흐르(Shihr), 타이즈(Taiz), 야림(Yarim), 진지
바르(Zinjibar)

사업 분야
• 지방정부, 에너지 전송 및 분배, 도시 교통, 위생, 폐기물 관리, 상
수공급, 주택건설

사업 구성
• 중요한
도시서비스 재건: 1) 제3차 시정 서비스(주거지 환경을

관련 시정 서비스) 및 고체폐기물 관리, 2) 도시의 상수공급 및 위
생, 3) 도시 도로 및 교통, 4) 중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 공
급. 4) 주택 등
• 사업시행 지원 및 역량강화 제공: 1) 사업시행 및 관리지원-일반
관리 지원 비용,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리 및 감독
비용, 도시 단위에서의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조정,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정보관리시스템(global information

80
WORLD&CITIES

system) 운영 관련 비용, 고충처리메커니즘(Grievance
Redress Mechanism. GRM) 마련, 2) 기술지원-공공 커뮤니
케이션 플랜 마련, 주요 투자 사업발굴, 우선순위 선정, 및 모니
터닝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촉진, 2) 제3자의 감시(Third Party
Monitoring) 참여
•위
 기대응: 위기 상황 시 사업예산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의
대응력을 향상

사업 분야
• 위생, 폐기물 관리, 공공행정-물, 위생, 및 폐기물관리, 주택 건설

사업 구성
•배
 수 지역 현대화: 펌프장 20곳 신설, 기존 펌프장 및 부속 인프라
36곳 현대화, 연계된 수로 및 배수 채널 개선
• 수로 속의 고체폐기물 최소화: 펌프장과 수로, 연계 배수 채널 주
변에 주민 활동 시행
•참
 여형 주거 및 재정착 활동 지원: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3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
• 사업 관리 및 조정: 공무 및 도로부(DPWH)와 메트로마닐라개발
국(MMDA)의 사업관리부서의 운영 지원

세계 ODA사업 동향

01

02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프로젝트

국제금융공사(IFC) 이머징아시아 펀드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Emerging Asia
Fund

사업 승인

2017. 9. 28

사업 승인

2017. 9. 27

사업비

•총 사업비 : 5억 달러
•차용 금액 : 2억 760만 달러(AIIB 2억 760만 달러)
•차용 기관 : 필리핀 재무부

사업비

•총 사업비 : 6.4억 달러
•차용 금액 : 1.5억 달러 (IFC: 1.5억 달러, 기타
투자자 3.4억 달러)
•차용 기관 : 국제금융공사(IFC)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메트로마닐라개발국(MMDA)

사업 실행기관

국제금융공사(IFC) 자원관리기업(AMC)

사업 완료 예정일

2024.11. 30

사업 완료 예정일

2024.11.30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선정 지역에 홍수관리 개선

•	이머징 아시아의 기업, 기관들이 리크스가 조정된 매력적인 수익

사업 분야

을 창출하고, 동시에 개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모투자에 참
여하도록 촉진
•	주요 목표시장은 기존 시장(중국, 인도), 개발도상 시장(인도네시
아, 필리핀 등), 프런티어 시장(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스
리랑카, 베트남 등)으로, 은행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안된 투
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면제함

• 위생, 폐기물 관리, 공공행정-물, 위생, 및 폐기물관리, 주택 건설

사업 구성
•배
 수 지역 현대화: 펌프장 20곳 신설, 기존 펌프장 및 부속 인프라
36곳 현대화, 연계된 수로 및 배수 채널 개선
• 수로 속의 고체폐기물 최소화: 펌프장과 수로, 연계 배수 채널 주
변에 주민 활동 시행
• 참여형 주거 및 재정착 활동 지원: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3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
• 사업 관리 및 조정: 공무 및 도로부(DPWH)와 메트로마닐라개발
국(MMDA)의 사업관리부서의 운영 지원

사업 분야
• 다중 분야

사업 구성
•경
 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
록 선정된 기업에게 자본과 전문적 지식을 제공
• 신흥 시장에 사모 투자 계층 확대
•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예: 재생 에너지 및 기반시설)
• 은행의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최저 개발국의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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