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도시 + 기획

세계 ODA사업 동향
세계은행 신규 승인 사업
2018년 3월~2018년 5월
사업명

01

국가 관광전략 지역의 통합 인프라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관광 개발사업)

Integra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National Tourism

차용금액

승인날짜

동아시아
태평양

300.0

2018-05-30

파키스탄

남아시아

200.0

2018-05-25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75.0

2018-05-17

우간다

아프리카

360.0

2018-05-15

2.0

2018-04-24

국가

지역

인도네시아

(100만 달러)

Strategic Areas (Indonesia Tourism Development Project)

02
03

펀자브 도시 프로그램
Punjab Cities Program

그레이터 안타나나리보 지역의 통합적 도시개발 및
도시회복력 향상 사업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 Project
for Greater Antananarivo

04

05

우간다 도시정부 인프라개발 지원 사업-추가금융

Uganda Support to Municip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 Additional Financing

지속가능한 도시의 범위 확대 및 보완을 위한 도시 네트워
킹 사업 IAP
Urban Networking to Complement and Extend the Reach of the

전 세계

Sustainable Cities IAP

100

06

지속가능도시 프로젝트 2

07

커뮤니티 접근성 및 도시서비스 향상 사업

08

그레이터 베이루트 대중교통 프로젝트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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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ustainable Cities Project 2

Community Access and Urban Services Enhancement Project

Greater Beirut Public Transport Project

터키

유럽 및
중앙아시아

91.54

2018-04-12

솔로몬제도

동아시아
태평양

15.0

2018-04-02

레바논

중동 및
북아프리카

225.2

2018-03-15

니카라과

중남미

35.0

2018-03-15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600.0

2018-03-14

지방 및 도시 연결성 개선 사업-추가금융

Rural and Urban Access Improve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에티오피아 도시 제도 및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Ethiopia Urban 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세계은행에서 승인되는 최신 도시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소개

세계 ODA사업 동향

01

02

국가 관광전략 지역의 통합 인프라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관광 개발사업)
Integra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National
Tourism Strategic Areas (Indonesia Tourism Development
Project)
사업 승인

2018. 5. 30

사업비

•총 사업비 : 7억 7,290만 달러
•차용 금액 : 3억 달러
•차용 기관 : 인도네시아 재정부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공공사업주택부 광역인프라개발청, 공공사업주택
부 고속도로국, 공공주택사업부 인간정주국, 관광부
관광목적지개발과, 관광부 제도개발 및 관광산업과,
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 투자계획국

사업 완료 예정일

펀자브 도시 프로그램
Punjab Cities Program
사업 승인

2018. 5. 25

사업비

•총 사업비 : 2억 3,600만 달러
•차용 금액 : 2억 달러
•차용 기관 : 파키스탄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펀자브 계획개발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3.9. 30

사업 목적
•펀
 자브 내 16개 2선도시 정부의 도시관리 및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2023.12.31

사업 분야
사업 목적

• 지방정부 100%

•관
 광 관련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개선, 지역경
제와 관광산업 간 연계성 강화,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광지에 민
간투자 유치

사업 구성

사업 분야
• 인력 개발/기술력 5%, 위생 25%, 기타 산업, 무역 및 서비스
70%

사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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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

화: 통합적 관광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관광지역 계획을 위한 제도개발 및 역량 강화, 세계문화유산 지
구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게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자연·문화·사회 자산 모니터
링 및 보존 지원
• 관광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기본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로교통

환경 개선, 보행 및 비동력 교통 시설, 공원 및 녹지공간 개발/개
선,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시설 개선 등
• 관광
경제의 지역 참여 활성화: 관광부 제도개발 및 관광산업과

의 주도 아래 1) 관광 경제의 일자리를 위한 기술 인력의 지속적
공급 보장, 2) 디지털화되는 관광 경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
록 지역 기업 지원, 3) 지역 관광 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 4) 지
역 사회의 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 관광업에
대한 민간 투자와 기업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조성: 1) 투자 사업 준비 및 업데이트, 2) 괜찮은 활동 상업
화, 3) 투자사업 모니터링 등

• 성과기반 기금: 성과에 기반하여 16개 도시위원회(Municipal
Committee)에게 제공-각 도시위원회의 연간 최대 지분은 지방
재정위원회상(Provincial Finance Committee Award)에서 받은
가중 지분에 기초하며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 프로그램 배분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접근성 확보 여부와 연간성과 평가 점수에 따
라 조절
• 제도강화 기금: 1) 재정부 역량 강화-도시위원회의 재정과 사업
시행기금 운용 감독 역량 강화, 2) 지방정부와 커뮤니티개발부의
기술 지원-연간성과 평가 시행 및 관리 지원, 3) 펀자브 도시개발
펀드기업 지원-지바위원회에게 종합적인 기술지원,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현장교육, 후방지원. 자산관리 계획, 재무관리 및 감사,
OSR 동원, 조달계약 관리, 인프라 제공 및 유지관리, 책임과 투명
성, 불만처리 등 지원

세계와 도시 + 기획

03

04

그레이터 안타나나리보 지역의 통합적 도시개발 및
도시회복력 향상 사업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 Project
for Greater Antananarivo

우간다 도시정부 인프라개발 지원 사업-추가금융
Uganda Support to Municip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 Additional Financing

사업 승인

2018. 5. 17

사업 승인

2018. 5. 15

사업비

•총 사업비 : 7,500만 달러
•차용 금액 : 7,500만 달러
•차용 기관 : 레바논 재정예산부

사업비

•총 사업비 : 3억 6,000만 달러
•차용 금액 : 3억 6,000만 달러
•차용 기관 : 우간다 재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대통령 직속부서

사업 실행기관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

2023.2.28

사업 완료 예정일

2023.12. 31

사업 완료 예정일

사업 목적

사업 목적

•그
 레이터 안타나나리보의 주요 저소득 지역에 도시생활 환경과
홍수로부터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하고 수여자가 위기 혹은 비상
사태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

사업 분야

•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정부의 제도적 역량 강화

• 지방정부 100%

사업 분야
• 지방정부, 기타 상수 공급,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사업 구성
• 대상지역의
도시배수, 서비스 및 회복 탄력성 개선: 회복 탄력성

을 높이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여 1) 홍수와 배수 위험
감소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 2)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취약
한 주거지를 도시 조직과 통합, 3) 설계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효과적이고 통합적 시민 참여
• 탄력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1) 포용적이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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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탄력성 높은 도시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2) 도시정부 관리,
3) 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부문별 개혁
• 사업관리,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 1) 증가된 운영비용, 2) 위탁
활동, 3) 다양한 사업 요소별 필수적인 감사, 연구 및 평가, 4) 소
통, 5) 모니터링 및 평가
• 위기상황 대응
• 미분배 기금

사업 구성
•지
 방정부 인프라 개발 기금: 1) 11개 시정부의 인프라 개선, 2) 피
난민을 수용한 8개 지역의 인프라 개선
• 물리적 계획, 토지 소유권 보장, 시스템 개발, 사업관리 및 평가 역
량 강화: 22개 시정부의 제도적 지원, 2) 8개의 난민 수용 지역에
현장지원으로 토지 소유권 보장, 물리적 계획, 제도적 지원 등 제
공, 3)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와 22개 도시정부 감사 지원 및
사업관리를 통해 물리적 계획 및 평가 서비스 개선

WORLD&CITIES

세계 ODA사업 동향

05

06

지속가능한 도시의 범위 확대 및 보완을 위한 도시
네트워킹 사업 IAP

지속가능도시 프로젝트 2
Sustainable Cities Project 2

Urban Networking to Complement and Extend the
Reach of the Sustainable Cities IAP
사업 승인

2018. 4. 24

사업 승인

2018. 4. 12

사업비

•총 사업비 : 200만 달러
•차용 금액 : 없음
•차용 기관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사업비

•총 사업비 : 9,254만 달러
•차용 금액 : 9,154만 달러
•차용 기관 : ILLER BANKASI ANONIM
SIRKETI

금융 제공방식

신탁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IBRD
as Implementing Agency, GFIA)

금융 제공방식

IBRD 융자

사업 실행기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WRI 로스센터(WRI Ross
Center for Sustainable Cities)

사업 실행기관

Ilbank

사업 완료 예정일

2025.8. 31

사업 완료 예정일

2028.10. 31

사업 목적
•통
 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해 도시 간 혹은
네트워크 형태의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 GPSC)’
강화

사업 분야
• 지방정부 100%

사업 목적
•참
 여 도시정부의 서비스와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

사업 분야
• 지방정부 34%, 위생 33%, 상수공급 33%

사업 구성
•도
 시정부 투자: 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에너지 등 수요
에 맞춘 도시 인프라에 투자
• 사업 관리: 사업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현장지원 및 소통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사업 구성
•	GEF 기금을 활용한 도시 수준의 사업에 참여하는 11개국 28개 도
시가 함께 유용한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제공
•글
 로벌 이벤트와 연계하여 도시아카데미, 2일 간의 실용적 교육워
크숍 등 교육 이벤트, 웨비나(Webinar) 등을 시행
•지
 속가능 도시개발 관련 최첨단 지신이나 좋은 사례를 기획하거나
목록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GPSC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를 연결하고 잠재적 사업 참여 도시들이 GEF 기금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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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커뮤니티 접근성 및 도시서비스 향상 사업

그레이터 베이루트 대중교통 프로젝트

Community Access and Urban Services Enhancement
Project

Greater Beirut Public Transport Project

사업 승인

2018. 4. 2

사업 승인

2018. 3. 15

사업비

•총 사업비 : 1,500만 달러
•차용 금액 : 1,500만 달러
•차용 기관 : 솔로몬제도 정부

사업비

•총 사업비 : 3억 4,500만 달러
•차용 금액 : 2억 2,520만 달러
•차용 기관 : 레바논 정부

금융 제공방식

IDA 기금

금융 제공방식

IBRD 차관

사업 실행기관

솔로몬제도 인프라개발부, 호니아라 시의회

사업 실행기관

레바논 개발재건위원회

2022.5.27

사업 완료 예정일

2023.12. 31

사업 완료 예정일

사업 목적
• 주요 도시 중심지의 취약 계층의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사업 분야
• 지방정부11%, 사회보호 9%, 도시 교통 58%, 폐기물 관리 22%

사업 구성
• 도시
관련 업무 및 서비스: 커뮤니티 기금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그룹 및 계약자들의 참여를 통해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건설 및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서비스 제공
• 도로 관리 및 정비: 호니아라시 및 과다이카날주의 주요 도시지
역의 말단 도시 네트워크의 교통개발 우선순위 지역의 개발 지
원. 주로 긴급한 도로 정비, 배수 개선 및 주요 기후 회복력 기준
에 부합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중소규모 개발업자에게
토목공사 발주
•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훈련: 주요 도시 커뮤니티와 계약자를 대
상으로 기초생활 지식 및 직무수행 능력 강화(5,300명 대상)
• 사업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지원

104

사업 목적
•그
 레이터 베이루트와 베이루트 북쪽 입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 품질 및 접근성 개선

사업 분야
• 도시 교통 97%, 공공 행장-교통 3%

사업 구성

WORLD&CITIES

• BRT 인프라, 차량 및 시스템: 1) 베이루트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
환도로의 BRT인프라 디자인, 건설 및 감독에 필요한 제반사항 투
자, 도로 주변 도로 확장, 공원 조성, 정류장 마련, 타바르자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2) 약 150명씩 수용 가능한 현대적 저층,
좌측문의 연결식 버스 120대 구매를 위한 제반 지원, 다양한 친환
경 기술 검토, ITS 와 요금 징수 시스템 도입 지원
•버
 스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과의 통합: 1) 버스 노선에 따라 필요
한 정류장, 쉼터, 가로시설 등 지원, 2) 통제 센터와 연계된 텔레매
틱스 시스템을 버스 및 버스 정류장, 추가 건설계획인 차고지에 설
치(20개 노선, 250개 버스 운영계획, 추후 750대까지 확대 예정),
3) BRT 시스템을 기존 도시 네트워크에 통합하기 위하여 비차량
계획(보행, 자전거 등), 요금 통합, 주차 관리, 도로 안전, 대중교통
네트워크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 운영자 전문화, 라이선스
지급방식 개혁 등을 시행
•역
 량 강화와 사업 관리: 1) BRT 운영 감독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
화를 위한 재정 컨설팅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제공, 2) 사업관리부
서 지원, 3) 교통 정책, 제도 및 관계기관의 운영 및 행정 역량, 조직
구조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 4) 레바논의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한 홍보 캠페인 지원, 기존 버스 운영자들이 신규 체제에 통
합될 수 있도록 지원, 5) 레바논의 대중교통 계획 및 실행 방안 개
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지원

세계 ODA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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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도시 연결성 개선 사업-추가금융

에티오피아 도시 제도 및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Rural and Urban Access Improve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Ethiopia Urban 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사업 승인

2018. 3. 15

사업 승인

2018. 3. 14

사업비

•총 사업비 : 3,500만 달러
•차용 금액 : 3,500만 달러
•차용 기관 : 니카라과 정부

사업비

•총 사업비 : 8억 5,950만 달러
•차용 금액 : 6억 달러
•차용 기관 : 에티오피아 재정경제협력부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금융 제공방식

IDA 신용

사업 실행기관

니카라과 교통인프라부, 도로관리기금

사업 실행기관

에티오피아 도시개발주택부

사업 완료 예정일

2022.7. 30

사업 완료 예정일

2023.7. 7

사업 목적

사업 목적

•빈
 곤율이 높은 주요 지방 및 도시 지역의 시장 및 서비스로의 안
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성 개선, 비상상황 대응

•도
 시 인프라 시설, 서비스 및 지역 경제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대
상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능 강화 (약 117개 지방단체 지원)

사업 분야

사업 분야

• 지방 및 도시 간 도로 100%

• 지방정부 100%

사업 구성
• N IC-53(Macuelizo - Santa María), NIC-39(Granada Malacatoya), NIC-66(Cárdenas - Colón) 도로 섹션 연장
표 수정된 도로연장 목표

Road
Section

Additional Length
Proposed to be
Financed under
AF
(km)

Revised
Total
Length
(km)

10.00

8.30

18.30

10.00

19.05

29.05

10.00

13.72

23.72

15.20

0.00

15.20

1.00

0.00

1.00

46.20

41.07

87.27

• 7가지 주요 분야에 맞춰 활동지원: 1) 지방정부의 계획과 예산 운
용에 시민참여 확대, 2)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자원 증가, 3) 인프
라,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체계 강화, 4) 자산 관리 효율성 및 효과
성 향상, 5) 환경 및 사회적 관리와 안전장치 강화, 6) 책임 및 감독
시스템 강화, 7) 지방정부의 회복 탄력성 강화, 지역 경제개발 개선,
지방정부 운영시 양성평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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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adaMalacatoya
Macuelizo-Santa
María
Cárdenas-Colón
La Libertad-San
Pedro de Lóvago
Corn Island
Total Target
Sub-Component
1.2 (km)

Length
under
Parent
Project
(km)

사업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