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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다른 많은 공여국에 비해 수원국에서 공여국

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정책경험이 현재 수원국에 더욱 수

용가능한 경험을 전해줄 수 있고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인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사업에서 가지는 위치는 규모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현물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기술 및 정책경험의 

이전으로 ODA 사업의 국제환경이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정책경

험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조

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분야는 비중이 작지 않지

만 하드웨어에 치중한 측면이 있고, 사회정책부문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

이다. 그러나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협력사업의 흐름과 사

회안전망 확충을 필요로 하는 수원국의 수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적된 관

련 정책경험은 우리나라 ODA가 이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

요성과 이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낳는다. 이 연구는 이

러한 필요성에 대한 화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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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검독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관련 연구 분야의 토론과 논

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 결과가 보건과 사회

보장 부문 ODA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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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vitalize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of promoting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in South Korea. After participating in 

OECD DAC in 2010, the amount of ODA of Korea grew fast. 

The second largest sector is health, but its type is mainly 

short-term project and hardware support. ODA for social pro-

tection is even less than 1% of total ODA of Korea. Howeve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ut emphasis on sustain-

able and inclusive growth, and these need development coop-

eration in social protection beyond basic health. And among 

recipient countries, low-income-countries(LICS) have demand 

for social protection after meeting som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Based on global backgrounds and recipi-

ents’ demand, we need to consider how to vitalize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The ways are following: (1) We need to develop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ODA in 

health and social systems. This is consistent in recipients’ ca-

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growth. Korea has strength in 

her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recipient to donor country, 

so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rather easily accommodate 

the experience. Therefore we need to operate KSP(Knowledge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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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Program) that provides consultation of social policies 

and health programs. And academy partners are asked to do 

the regional stud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consultation 

based on the demand of recipient countries. (2) Strengthening 

capacit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igorous and ob-

jective evaluation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effective-

ness of aid, we also need to monitor and evaluate longer-term 

programs and sectors like health.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아직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2010년 

OECD DAC 가입 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

야의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규모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기성 프로젝트의 비율이 높고 하드웨어에 치중해왔다는 한계가 

있고, 사회보장 분야의 ODA 사업은 전체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아

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2015년 기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ODA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ODA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국제환경은 2015년 그간 추구해온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종료되고, 2016년에는 그 뒤를 잇는 Post-2015가 시작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지속적·포용적 성장 및 

불평등 완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식량, 에너지, 기후변

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소외된 계층을 포

괄하는 사회통합정책의 결합이 필요함을 국제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주

요 공여국을 비롯한 EU기구, UNDP, UNICEF 등 국제기구의 관련 지출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기초보건을 포함하여 수원국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고민해야할 때이

다. 

특히 한국의 주요 ODA 사업대상인 아시아 수원국 중에서 베트남,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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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중저소득국에서 사회보장분야 ODA에 대한 수

요는 크다. 중저소득국은 대부분 기초교육 및 기초보건에서 MDGs 목표를 

달성하였고, Post-2015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 과정

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가 있는 국가의 보건 및 사회보장 프로

그램 개발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과 앞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배경과 한국 ODA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을 토대로 보건복지분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을 토대로 정책 생산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는 수원국 스스로 개발을 기획하고 유지할 수 있

도록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도 매우 적합한 형태의 사업이며,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 경제성장

을 경험하면서 축적한 친근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되

게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데 국한되었던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보건복지분야로 확대하고, 우리의 정책경험이 수원국 맞춤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원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난 십 수년 간 정책경험을 축적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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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비교우위를 갖는 의료지원, 건강보험, 빈곤정책, 복지전달체계 등에

서 저발전국에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과 예비 수원국의 보건 및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사전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원국의 보건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제협력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모든 분야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권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ILO나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제

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성과 아동보건, 

아동인권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WHO와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자간 사회보장 프로그

램 ODA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높이

기 위한 평가조직 마련과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

는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공여국에 비해 아직 평가역

량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평가와 사업시행이 독립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평가기법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갖는 평가기관을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보장프로그램

이 가지는 포괄성을 고려했을 때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평가를 넘어서는 

프로그램평가, 국가별 평가에 대한 연구와 평가역량 강화도 요구된다.  

*주요용어: 국제개발협력, ODA, 건강보험,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성과관리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1제 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ODA를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분

야의 정책경험 또한 중요한 지원내용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전쟁 이후 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받았다는 점에서, 

경제가 성장한 현재 저발전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

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저발전국을 위한 ODA는 현금이나 현물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기술 및 정책경험의 이전 등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저발전국이 우리나라에게 기대하는 지원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복합적인 정책경험을 자신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십수년 간 보건복지분야의 정책경험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저발전국들에게 이와 관련한 제도설계 및 정

책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함.

○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음: 의료지원, 건강보험, 공공부조(빈곤정책), 복지전달체계(전

산체계)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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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위의 네 가지 정책영역에서 다른 연구기관

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정책경험을 

ODA 형태로 저발전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ODA와 관련한 정책연구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탁과제를 통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연구의 목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후 이 분야에서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ODA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보건·복지분야의 ODA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

리에게 주는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연구함.

○ 우리나라의 ODA 전반을 개관하고, 특히 보건복지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는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편과제

를 도출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토대로 향후 

주력 사업 분야와 개선과제를 도출함.

○ 보건 및 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의 ODA와 정책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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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먼저 국내외 ODA와 관련된 기초정보를 정리하고 보건복지분야

에서 ODA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ODA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

한 주요 연구주제를 도출함.

－ 이미 오래전부터 ODA 사업을 수행해 왔던 주요 국가에서 정

책담당자와 연구자들을 통해 발표된 문건들을 분석하여, 국제

적으로 ODA 사업 관련 현안과 쟁점을 분석함. 

－ 향후 우리나라에 요구될 수 있는 ODA 사업 관련 주요 욕구를 

파악하고, 이것에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취합

함. 

○ 기존의 문헌 연구 외에도 실제로 ODA 사업을 수행한 개인 및 기

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함. 분석대상 사

례국가는 아래와 같은 범주로 구성됨. 

－ (공여국) 유럽 주요국과 미국의 ODA 사업

－ (수원국) 아시아지역의 ODA 사업

○ ODA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해외 사례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의 ODA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는 향후 보건복지분야에서 OD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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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이상의 내용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

○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ODA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

토함.

－ 국제적인 ODA 환경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한 문헌 고찰을 중

심으로 하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ODA 방향 및 정책과제를 

검토함. 

－ 검토대상 연구문헌은 학술연구 문헌 외에도 부처로부터 발간

되는 문헌, 그리고 사업담당자들에 의해 발간되는 연구문헌을 

포함함. 

○ 국내외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보건복지분야 ODA 정책자료를 검

토함. 

－ ODA 유경험국들과 국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자료를 검

토함. 특히, 보건복지분야 ODA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 국내 ODA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간담회를 실시. 

－ 우리나라 ODA 담당 주요 기관 및 사업 참여 전문가, 학계 전

문가와의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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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대효과

⧠ ODA 국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2015년 이후(post-2015) 개발 아젠다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 ODA 사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향후 ODA 주력 사업분야에 대한 이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분야 ODA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본원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 중 저발전국 지원을 위한 핵심적

인 정책 발굴 

○ 본원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의 ODA 사례 연구를 통해 본원이 

보건복지분야 ODA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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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 대외원조 개관

 1. 대외원조의 역사

⧠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

국으로 발전한 보기 드문 사례임.

⧠ 우리나라는 독립 직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개발과 

전후 복구를 위해 원조를 받았음.

○ 이런 원조는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는데, 총 수원규모는 명목금

액 기준으로 약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기술․자본재․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원조를 받았으며 KIST, 국

립의료원 등 국가기간시설에 집중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1960년대 초까지는 무상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부

터는 유상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원조 공여국으로서 기본적 틀을 마련한 것은 1980년대 말-1990년

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음.

○ 그 이전에도 개발도상국에 소규모지만 원조를 제공했는데, 일찍

이 1963년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도국 인

한국 ODA의 현황과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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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연수시킨 바 있음.

○ 1970년대에도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해 소규모의 개발협력사업

을 추진하였음. 

○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고, 1991년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면서 

대외원조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됨.

⧠ 1990-2000년대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유상 및 무상원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음.

○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후 

복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한 것이 원조규모를 비교적 큰 폭으

로 늘리는 계기가 되었음.

○ 하지만 이 시기는 여전히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DAC회원국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

여국 지위를 공식 인정받지는 못함.

⧠  2010년 DAC1)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조는 성장기에 진입했

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원조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

였음.

1) DAC 국가란 OECD가 구성한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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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어 대외원조가 체계화되

었으며 대외원조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ODA 선진화방안’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기도 하였음.

○ 2000년대 후반 약 8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원조규모는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음 (〔그림 2-1〕 참조). 

○ 2014년에는 순지출 기준으로 18.5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13%에 해당함.

〔그림 2-1〕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ODA 통계 데이터베이스(https://www.edcfkorea.go.kr/site/ho
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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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원조 추진체계

⧠ 우리나라의 원조추진체계는 크게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

조는 외교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이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 대외원조 추진체계를 규정한 최상위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임.

○이 법률에 따르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음.

○국무조정실의 개발협력정책관실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정책을 

조정하며,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협력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전체 원조정책을 심의 및 의결함.

○원조 정책이 단일부처로 일원화된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우

리나라의 이원적 구조는 정책목표의 불명확, 사업 중복에 따른 비

효율 등을 낳을 위험이 있음.

⧠ 양자원조 중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 양허성 

자금의 제공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EDCF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유상원조의 정책은 기재부가 수립하여 집행하지만 EDCF기금의 

실제 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음.

○ EDCF 운용을 규정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자금 제공의 목적

을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대외경

제협력 촉진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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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원조는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실시하지만 대부분

은 외교부 산하의 KOIC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무상원조는 40여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

에서도 조정이 필요한데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가 무상원조의 조

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KOICA의 활동 목적을 개도국과의 우호협

력 및 상호교류 그리고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증진에 기여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자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다자원조의 경우도 기획재정부와 외

교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 반면 UN과 같은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외교부를 포함한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있음. 

〈표 2-1〉 ODA 담당기관 및 관련법 현황

ODA 형태 담 당 기 관 비  고

양자원조
유상원조  기획재정부(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부(KOICA)외 40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및 개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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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중기 정책방향으로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KOICA와 EDCF는 

매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10년에는 1차 기본계획(2011-15년)이 수립되었으며, 2015

년에는 2차 기본계획(2016-20년)이 수립되었음.

○ 기본계획과 더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중점협력대상국도 

5년 단위로 선정되는데, 2차 기본계획 동안의 중점협력대상국은 

<표 2-2>의 24개국임.

○ 중점협력대상국별 중점지원 분야 및 지원전략을 담은 국가협력전

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작성됨. 

〈표 2-2〉 중점협력대상국 (2016-2020년)

자료: 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자료

제2절 대외원조의 규모와 배분

1. 대외원조 규모

⧠ 우리나라 ODA규모는 1차 계획 직전 2010년 11.7억 달러에서 계

지역(개수) 2015년 중점협력국 조정 결과

아시아(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

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7)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CIS(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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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간 4년 동안(2010-2014) 18.5억 달러(잠정치)로 증가하였음.

○ 4년 동안 58%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하지만, ODA/GNI비율은 같은 기간 0.12%에서 0.13%로 

0.01%p 증가하는데 그쳐 2015년 목표 0.2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표 2-3〉 우리나라 ODA규모 추이 (2010-2014년)

(순 지출,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2015), ODA주요통계

⧠ 공여국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순이고 한국은 OECD 28개 국가 중 16번째에 해당

○ 한편 각국의 국민 총소득(GNI) 대비 비중은 전체 DAC국가 평균 

0.30%이나 한국의 경우 0.13%로 평균에 크게 못 미침(2014년 

기준)

－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덴(1.09%), 

룩셈부르크(1.06%), 노르웨이(1.00%) 등의 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잠정)

비중(%) 증감률(%)

 ODA 규모 1,173.8 1,324.6 1,597.5 1,755.4 1,850.7 100.0 5.4

양자간 900.6 989.6 1,183.2 1,309.6 1,391.4 75.2 6.3

- 유상 326.7 414.6 468.3 500.6 512.0 (양자중 36.8) 2.3

- 무상 573.9 575.0 714.9 809.0 879.4 (양자중 63.2) 8.7

(KOICA) 448.9 404.9 444.5 477.4 551.2 (무상중 62.7) 15.4

다자간 273.2 335.0 414.3 445.8 459.3 24.8 3.0

ODA/GNI(%) 0.12 0.12 0.14 0.13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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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8개국 가운데 23위에 해당

－ 국가간 ODA총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각국의 국민

소득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그림 2-2〕 

참조

〔그림 2-2〕 주요 OECD국가의 ODA예산 규모 비교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1차 계획 동안 양 다자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양자 중 유

무상 비율은 유상원조의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양자:다자 비율(순 지출)은 “선진화계획”에 따라 75:25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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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양·다자 비율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양자 : 다자(시행계획) 70:30 70:30 70:30 68:32 71:29

양자 : 다자(순 지출) 75:25 74:26 75:25 75:25(잠정) 미집계

주: 시행계획과 순 지출 비율이 다른 이유는 시행계획에서 다자원조로 분류하는 다자성양자
(Multi-bi) 사업이 순 지출에서는 양자원조(무상)로 분류되기 때문임.

○ 무상:유상 비율(순 지출)은 2010년 58:42에서 2014년에는 

63:37로 무상이 5%p 증가하였음.

〈표 2-5〉 유·무상비율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상 : 유상(시행계획) 50:50 53:47 53:47 51:49 50:50

무상 : 유상(순 지출) 58:42 60:40 62:38 63:37(잠정) 미집계

주: 시행계획과 순 지출 비율이 다른 이유는 ① 매년 유상원조 상환액으로 인해 유상원조 인정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② 시행계획에서는 다자원조로 분류하는 다자성양자(Multi-bi) 사업이 순 지
출에서는 무상원조로 분류되기 때문임.

2. 대외원조의 배분

가. 지역별 배분

⧠ 2014년 현재 양자원조는 지역별로 아시아(53.9%), 아프리카

(22.9%), 미주(7.7%), 유럽(1.0%), 오세아니아(0.6%)의 순으로 배

분되었음.

○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극동지역국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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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중이 28.0%로 압도적임.

○ 1차 계획 기간 중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프

리카의 비중이 증가한 것임.

○ DAC회원국 평균(2013년 기준)은 아프리카 비중이 29.9%, 아시

아가 34.8%이므로, 우리의 아프리카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

려움.

<표 2-6> ODA의 수원국 구성 비교(2014년 기준)

DAC국가전체 한국

개도국전체 100.0 100.0

⚪ 유럽 3.4 0.7

⚪ 아프리카 30.9 23.8

  - 사하라이북 1.8 1.2

  - 사하라이남 27.1 22.4

  - 아프리카 지역 2.0 0.2

⚪ 미주 6.9 7.8

  - 북중미 2.8 2.9

  - 남미 3.6 4.9

  - 미주지역 0.5 0.0

⚪ 아시아 26.3 52.9

  - 극동 4.4 28.0

  - 남중아시아 13.1 18.5

  - 중동 7.7 5.3

  - 기타 아시아 지역 1.1 1.1

⚪ 대양주 1.7 0.5

⚪ 기타 30.9 14.3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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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원국 소득군별 배분

⧠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양자원조는 수원국 소득군별로 보면 저소득

국 42.8%, 하위중소득국 44.7%, 상위중소득국 4.3%, 미분류 8.2%

로 배분되었음.

○ 1차 계획 기간 동안 저소득국의 비중은 증가(37.6%→42.8%)하

고, 상위중소득국 비중은 감소(13.0%→4.3%)한 것이 특징임.

〈표 2-7〉 수원국 소득군별 양자원조 배분 (한국과 DAC 평균)  

(약정기준,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ODA 주요통계” (2015.4) 및 DAC 원조통계DB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한국 DAC 한국 DAC 한국 DAC 한국 DAC

저소득국(LICs) 680 55,304 566 56,833 608 53,974 958 65,846

  (비중 : %) (37.62) (33.49) (34.87) (34.55) (34.67) (31.55) (42.81) (35.22)

최빈국(LDCs) 675 50,651 559 52,137 603 47.751 947 61,835

  (비중 : %) (37.30) (30.67) (34.41) (31.70) (34.38) (27.91) (42.30) (33.08)

하위중소득국
(LMICs)

806 47,423 781 42,183 768 48,477 1001 55,159

  (비중 : %) (44.58) (28.71) (48.08) (25.64) (43.79) (28.34) (44.71) (29.51)

상위중소득국
(UMICs)

234 22,177 131 23,340 204 27,357 96 24,636

  (비중 : %) (12.97) (13.43) (8.09) (14.19) (11.62) (15.99) (4.29) (13.18)

고소득국(HICs) 0 966 0 2 0 49 0 21

  (비중 : %) (0.00) (0.58) (0.00) (0.00) (0.00) (0.03) (0.00) (0.01)

소득미배분 87 39,288 146 42,132 174 41,203 183 41,280

  (비중 : %) (4.83) (23.79) (8.97) (25.61) (9.92) (24.09) (8.18) (22.08)

합     계 1,810 165,158 1,624 164,491 1,753 171,059 2,238 18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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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배분

⧠ 2014년 현재 우리나라 ODA는 분야별(총지출 기준)로 사회인프라 

40.3%, 경제인프라 34.0%, 생산부문 10.9%, 다 부문 6.7% 등으로 

배분되었음.

○ DAC 평균과 비교하면 경제인프라의 비중은 높은 반면, 다부문과 

일반프로그램 원조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임.

－ 유상원조의 비중이 큰 공여국(독일, 일본 등)은 일반적으로 경

제인프라 비중이 높음.

〈표 2-8〉 우리나라 ODA의 부문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905.81 696.03 768.32 1,313.95 957.94

(비중: %) (50.1) (42.9) (43.8) (58.7) (40.3)

 - 교육 324.40 199.17 127.53 337.02 227.65

 - 보건 131.31 158.83 187.65 306.98 289.49

 -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5.06 3.01 11.03 23.76 2.71

 - 수자원 및 위생 283.15 172.13 187.39 365.25 225.17

 -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53.73 143.64 228.42 241.81 179.71

 - 기타 사회 인프라 8.15 19.25 26.29 39.13 33.21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610.36 597.45 488.26 563.27 808.35

(비중: %) (33.7) (36.8) (27.9) (25.2) (34.0)

 - 교통 370.53 315.4 324.78 311.57 767.59

 - 통신 49.30 73.22 103.51 87.14 24.99

 - 에너지 개발 및 공급 184.84 206.12 56.85 159.82 9.22

 - 금융 및 재무 서비스 2.60 1.41 1.63 1.51 3.89

 -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3.10 1.32 1.48 3.23 2.66

생산(산업)부문 100.43 159.01 291.15 142.22 259.66

(비중: %) (5.5) (9.8) (16.6) (6.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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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2015), ODA 주요통계

〈표 2-9〉 주요 DAC 회원국 ODA의 분야별 배분

              ( 총지출기준, %)

국가명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

물자원조 
․일반프로그램 

부채관련
활동

기타

프 랑 스 30.1 17.4 5.0 16.4 3.7 14.0 13.4

독 일 40.3 23.7 6.3 11.5 0.8 5.3 12.1

일 본 16.2 27.6 7.4 5.8 14.6 20.6 7.8

한 국 45.5 30.2 9.4 5.3 0.0  - 9.6

네덜란드 48.9 8.9 10.4 8.0 1.8 1.6 20.4

영 국 50.2 8.6 4.8 14.0 3.3 0.8 18.3

미 국 50.3 6.4 6.1 4.5 1.7 1.2 29.8

DAC 평균 38.1 13.4 7.3 8.9 4.4 6.1 21.8

주:  2015년 4월 OECD IDS 기준

라. 형태별 배분

⧠ 원조 유형별로 보면 2013년 현재 프로젝트 75.4%, 기술협력 9.0%, 

프로그램및기금 8.7%, 장학생초청 2.8%, 행정비용 및 국내지출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 농업․임업․어업 91.70 128.81 268.73 115.99 218.44

 - 산업․광업․건설 6.55 21.96 15.74 16.51 29.35

 - 무역 및 관광 2.18 8.24 6.68 9.72 11.87

다부문 117.57 58.59 102.63 74.84 158.55

(비중: %) (6.5) (3.6) (5.9) (3.3) (6.7)

 -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 1.9 1.98 0.02 1.06

인도적 지원 20.72 21.21 16.64 36.84 73.57

(비중: %) (1.1) (1.3) (1.0) (1.6) (3.1)

원조국의 행정비용 38.39 53.6 59.4 68.85 56.55

(비중: %) (2.1) (3.3) (3.4) (3.0) (2.4)

기타(미배분 포함) 16.3 35.84 24.61 38.21 61.36

(비중: %) (0.9) (2.2) (1.4) (1.7) (2.6)

합    계 1,809.58 1,623.63 1,752.99 2,238.20 2,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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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차지함.

○ 하지만 다른 공여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개별사업인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이 원조 전달 관련 업무과중의 원인 중 하나임.

－ 프로젝트 비중 (2013년): DAC 평균 66.8%, 한국 75.4%

〈표 2-10〉 우리나라와 DAC 회원국의 형태별 ODA 배분 비율

(백만 달러, %) 

2010 2013

DAC 한국 DAC 한국

비중 금액 비중 비중 금액 비중

예산지원 6.4 0 0.0 8.4 20 0.9

핵심지원, 프로그램, 기금 12.2 18 1.0 10.4 194 8.7

프로젝트 65.5 1,586 87.6 66.8 1,688 75.4

전문가 및 기술협력 4.9 127 7.0 4.0 200 9.0

장학생 초청 2.6 34 1.9 1.9 63 2.8

채무삭감 2.7 2 0.1 2.0 0 0.0

기타 행정비용 4.7 38 2.1 4.6 58 2.6

기타 국내지출 2.3 5 0.3 2.9 15 0.7

자료: OECD(2015), DAC 원조통계 DataBase

마. 구속성 비율

⧠ 2014년 현재 우리나라 ODA 중 비구속성 비율(잠정)은 60.0%에 이름.

○ 1차 계획 동안 비구속성 비율이 높게 증가(35.7%→60.0%)하여 

국제적 기준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 특징임.

○ 하지만 DAC 평균(2013년 88.2%)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으며, 

DAC 회원국 중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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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우리나라 비구속성 원조 비율

(약정,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잠정)

비구속성 비율 35.7 51.1 55.1 60.7 60.0

자료: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2015), ODA주요통계

제3절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1. Post-2015체제의 출범

⧠ 국제사회가 추구해온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1-2005)가 종료되고, 2016년부터는 

그를 잇는 새로운 목표 즉 Post-2015체제가 시작됨.

○ UN의 MDGs는 2015년까지 빈곤, 교육, 양성평등, 보건, 질병, 

환경, 개발협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21개 하위목표와 60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음.

○ MDGs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노

력을 집중함으로써, 빈곤퇴치, 아동사망률 감소, 질병퇴치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절대빈곤인구(1일 1.25 달러 이하 소비) 비율이 1990년 47%

에서 2015년에는 14%로 감소하였으며, 5세 이하 아동 사망

률은 동 기간 1,000명당 90명에서 43명으로 감소

○ 하지만 취약국가 빈곤층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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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을 통한 일련의 국제적 논의 결과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

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식 채택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표

는 크게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속가능환경의 세 축으로 구성됨.

○ SDGs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위 5P

로 집약됨.

○ MDGs가 빈곤, 교육, 보건 등 인간 삶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직

접적 목표로 한 반면, SDGs는 기본적 욕구 충족 수단의 확보와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강조함.

⧠ SDGs 17개 목표는 MDGs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며, MDGs에 포함

되지 않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포용적 경제전환 가속화, 개발격차의 

해소 등이 강조됨.

○ SDGs에서는 명칭에 부합하게 환경이슈들이 핵심영역으로 인식

되며 총 7개의 목표가 제시됨: 에너지(목표 7), 기후변화 대응(목

표 13), 해양자원 보호(목표 14), 육상생태계 보전(목표 15), 물과 

위생(목표 6), 도시(목표 11). 

○ MDGs가 사회개발에 편중되어 경제개발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2개 목표가 제시됨: 경제성장

과 일자리(목표 8), 인프라와 산업화(목표 9).

○ SDGs 역시 MDGs와 마찬가지로 보건, 교육, 여성 등 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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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한 축인데, 보건증진(목표 3)에서는 삶의 질에 더욱 집

중하여 장애인, 마약중독, 흡연 문제, 수명연장 등과 관련된 세부

목표를 설정함.

〔그림 2-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표 2-12〉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내용

분 야 SDG 목표

빈곤퇴치
(2목표, 15세부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7)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8)

사회개발
(5목표, 54
세부목표)

보건 3. 건강한 삶의 확보(13)

교육 4. 양질교육 확보와 평생학습 촉진 (10)

여성 5.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9)

사회 및 
안보

10. 불평등 축소 (10)

16. 평화사회 및 포용적 제도 구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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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 이용하여 재구성

2.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 국제개발협력의 초점이 공적개발원조(ODA)라는 좁은 개념에서 개

도국의 개발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고 있음.

○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 혹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가 불분명하여 원조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

대되었음.

○ (다양한 개발재원 활용) 개발이 궁극적 목표라면 그 재원을 원조

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런 상황에서 원조가 그 자체로 개발에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민간자본의 유입이나 국내 재정수입 증가를 유발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촉진적 원조(catalytic aid)’ 

분 야 SDG 목표

지속가능 
환경

(7목표, 61
세부목표)

자연∙자원 
환경

7. 에너지 접근성 확보 (5)

13. 기후변화 즉각 대응 (5)

14. 해양자원의 보호 (10)

15. 육상생태계, 산림, 토양, 생물다양성 확보 (12)

사회 환경

6. 지속가능한 물과 위생 관리 (8)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 달성(10)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확보 (11)

경제개발
(2목표, 20세부목표)

8. 포용적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12)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및 혁신 촉진 (8)

글로벌파트너십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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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등장함.

○ (정책일관성) 원조정책 이외에 개도국에 대한 다른 정책도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내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역시 계속 

강조되고 있음.

－ 무역, 투자, 농업, 안보, 이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개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원조정책에서도 개

발목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이 강조됨.

3. 개발재원의 다양화

⧠ (ODA 영향력 감소) 2000년 이후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양적

확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왔으나, 개도국에 유입되는 재

원 중 ODA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ODA의 비중은 1960년대 약 58% 수준에서 2013년에는 28%로 

감소

⧠ (양적확대) Post-2015 논의에서 포괄적인 새로운 목표 설정뿐만 아

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강조를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 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 짐.

⧠ (질적 제고)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 방안 마련과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임.



36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 (ODA 측정방식 변경) 양허성 차관이 기존의 순지출 방식에서 증

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으로 변경됨.

－ 기존의 순지출(net flow) 방식에서는 양허성 차관의 원금 상

환이 완료되면 해당 차관의 ODA 규모는 ‘0’으로 계산되는 문

제가 발생

○ [총공적개발지원(TOSSD)개념 도입]  ODA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공적 개발재원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가칭 ‘지속가능개발

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이 논의되고 있음.

－ TOSSD는 ODA외에 개도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수단

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TOSSD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그림 2-3]을 참조

⧠ (개도국 민간지원 확대) ODA가 개도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면 개

도국 기업 등 민간분야 금융지원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 개도국 기업 지원과 선진국 민간자금 활용에 효과

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활동을 ODA에 계상하기 위한 논

의가 DAC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재원조달 측면에서,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함

께 활용하여 재원기반을 확충하고 개도국 민간기업에 대한 지

원에 역점

－ 지원방식 측면에서,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과 비상업차관, 보

증지원,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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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ODA·TOSD·개발재원 개념도

⧠ (신흥경제의 역할) 개발수단 다양화의 한 방안으로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를 공여국으로 참여시키는 남남협력이나 삼각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남남협력)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비OECD 국가들이 최근 

주요 공여국으로 등장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의 효과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삼각협력) 전통적 수원국이 공여국의 역할을 일부 하는 협력 방

안으로, 공여주체(전통적인 공여국, 국제기구, 개도국)-주축국(중

소득국, 개도국)-수원국(개도국)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식이 도입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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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중심 지원

⧠ 원조 효과성 제고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제

사회는 빈곤감축 및 개발 측면에서의 원조의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

하고 있음.

○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2005), ‘아크라 행동계획’(2008),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2011) 등을 통해, 효과

성 제고가 원조의 핵심과제임이 확인되었음.

○ 공여국들의 행정개혁이나 재정효율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원조 

재원 역시 효율적 사용과 성과관리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것도 이

런 경향을 낳은 한 요인으로 작용함.

－ 1980년대 공여국의 공공개혁 강화, 1990년대 원조효과 회의

론, 즉 원조피로 현상이 21세기 이후 원조의 성과중심 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임.

⧠ 공여국들은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조재원의 효과를 입증하도록 

하고, 수원국은 자국민과 공여국에 그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원조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화되고 있음.

○ 성과체인(results chain)이라는 논리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투입

물이 성과물 및 영향력에서 어떤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낳을지가 전

제된 후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증거기반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은 원조사업의 효

과성 제고를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사업관리,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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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성과체인(result chain)의 개념

자료: OECD (2013), Development Results: An overview of results measurement and 
management.

5. 민간 참여의 확대

⧠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ODA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이나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등 민간 주체의 적

극적 참여가 크게 강조되고 있음.

○ 민간의 참여는 개발재원 확대, 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

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민간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특히 중요함.

－ 민간(private sector)의 범주에는 기업, 재단,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이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의 자본, 기술, 전문성, 창의성과 ODA가 결합하

여 개발 효과성 확보 가능.

○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적 인식제고와 사업주체의 저변확대

(multiplicity of stakeholder)를 통해 ODA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수동적인 사업수행자(contract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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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능동적인 개발사업 파트너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6. 원조배분의 재검토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취약국(fragile state) 지원 확대, 기후

변화 대응,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음.

○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분쟁 및 취약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및 

취약국가는 국제사회의 빈곤을 유지·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음. 

－ 특히 취약국에서 발행하는 분쟁이나 조직적 범죄와 같은 정치

적 갈등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인식됨.

○ 기후변화는 그동안 축적된 개발 성과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취

약계층의 빈곤을 해소하고 MDGs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하고 있음.

○ 분쟁, 자연재해 등에 기인한 인도적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

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 발생

－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 약 100개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5,120만 명의 강제이주민 발생 (역대 최대 수준)

－ 연간 300-500건 내외의 자연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자연재해 빈도 및 규모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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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외원조의 국내환경

1. 원조사업 실시기관의 다변화

⧠ 1차 계획 기간 동안(2010-14년)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41개에서 50개로 증가하는 등 실시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

○ 양자원조 중 유무상 핵심실시기관 (유상-기재부 및 수출입은행, 

무상-외교부 및 KOICA)이 집행한 비중은 2010년 91.2%에서 

86.5%로 감소하였음.

⧠ 유상원조는 현재 EDCF(수출입은행 운용)를 통해서만 수행되므로, 

원조실기기관의 다변화 혹은 분절화는 무상원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무상원조 중 외교부 및 KOICA 이외의 기타기관이 집행한 비중

은 2010년 16.6%에서 2014년에는 24.0%로 급증함.

－ 기타기관 무상 집행액은 2010년 92.8백만 달러에서 2014년 

209.8백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함.

⧠ 유의할 점은 1차 계획 기간 동안 일부 중앙부처가 원조 규모를 급격

히 증가시켜 무상원조의 분절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의 3개 기관이 특히 

원조를 급격히 증가시켰음.

○ 이외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은 과거부터 비교적 큰 규모의 원조를 실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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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실시기관의 다양화는 범정부차원의 원조정책 조정을 더욱 어렵

게 하고, 국가의 원조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원조 실시 부처의 수가 증가하고 일부 부처는 공격적으로 원조를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처들은 자신들의 분야전문성 발휘와 부처 고유의 목적 달성

을 위해 독자적 원조사업 수행 필요성을 역설함.

○ 원조의 대폭 증액이 계획되어 있어 각 부처들이 원조의 경쟁적 확

보에 나선 것도 분절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분절화가 지속될 경우 국가차원의 정책일관성 훼손, 사업

의 중복 및 효율성 저하, 국별지원전략(CPS)의 무력화, 수원국 접

촉창구 분산과 행정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표 2-13〉 1차 계획 기간 부처 및 기관별 ODA 규모 변화

 (순 지출, 백만 달러)

기관명
2010년 2014년

증감액 증감률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강원도 0.59 0.06 0.64 0.18 - 0.18 -0.46 -72%

경기도 0.26 - 0.26 0.28 - 0.28 0.02 8%

경상남도 - - - 0.53 - 0.53 0.53 신규

경상북도 1.45 - 1.45 3.47 - 3.47 2.02 139%

고용노동부 1.48 4.59 6.08 0.78 6.93 7.71 1.63 27%

공정거래위원회 0.10 - 0.10 0.13 - 0.13 0.03 30%

관세청 0.06 - 0.06 3.18 - 3.18 3.12 5,200%

교육청 - - - 1.55 - 1.55 1.55 신규

국가보훈처 0.06 - 0.06 0.17 - 0.17 0.11 183%

국무조정실 3.70 - 3.70 6.14 - 6.14 2.44 66%

국민권익위원회 0.03 - 0.03 0.07 - 0.07 0.04 133%



제2장 한국 ODA의 현황과 과제 43

기관명
2010년 2014년

증감액 증감률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국방부 1.68 - 1.68 7.85 - 7.85 6.17 367%

국회 0.21 - 0.21 - - - -0.21 -100%

기상청 0.05 - 0.05 1.53 0.06 1.59 1.54 3,080%

기획재정부 16.53 31.98 48.51 22.49 88.43 110.92 62.41 129%

농촌진흥청 0.16 0.47 0.63 14.40 0.43 14.83 14.2 2,254%

대검찰청 0.33 - 0.33 0.32 - 0.32 -0.01 -3%

대구광역시 0.02 - 0.02 0.46 - 0.46 0.44 2,200%

문화재청 0.09 0.09 0.18 1.21 0.58 1.79 1.61 894%

문화체육관광부 0.93 0.01 0.94 9.96 0.63 10.59 9.65 1,027%

방송통신위원회 3.69 1.08 4.77 -4.77 -100%

법무부 - - - 0.23 0.29 0.52 0.52 신규

보건복지부 8.70 12.78 21.47 11.67 18.78 30.45 8.98 42%

부산광역시 - - - 0.62 - 0.62 0.62 신규

산림청 2.14 0.56 2.70 7.35 2.56 9.91 7.21 267%

서울특별시 0.83 - 0.83 1.26 - 1.26 0.43 52%

여성가족부 1.07 0.03 1.10 0.80 4.93 5.73 4.63 421%

외교부 18.54 48.84 67.38 112.87 71.93 184.80 117.4 174%

울산광역시 0.01 - 0.01 0.13 - 0.13 0.12 1,200%

인천광역시 0.03 - 0.03 3.25 - 3.25 3.22
10,733

%

전라남도 0.02 - 0.02 -0.02 -100%

제주특별자치도 - - - 0.06 - 0.06 0.06 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0.31 - 0.31 0.31 신규

충청남도 - - - 0.08 - 0.08 0.08 신규

충청북도 0.02 - 0.02 0.06 - 0.06 0.04 200%

통계청 0.06 - 0.06 0.53 0.11 0.64 0.58 967%

특허청 0.69 0.01 0.70 1.37 0.01 1.38 0.68 97%

KDI 2.26 0.71 2.97 2.94 0.73 3.67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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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2010년 2014년

증감액 증감률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한국수출입은행 304.19 5.00 345.19 517.45 - 517.45 172.3 50%

한국은행 - 143.78 143.78 - 230.33 230.33 86.55 60%

환경부 0.53 2.47 3.01 1.44 7.28 8.72 5.71 190%

KIEP 0.27 - 0.27 0.70 - 0.70 0.43 159%

KOICA 448.93 5.21 454.14 551.15 - 551.15 97.01 21%

(구)교육과학기술부 29.83 6.60 36.43 - - -
19.69 54%

교육부 - - - 47.21 8.91 56.12

(구)국토해양부 0.08 0.10 0.18 - - -

2.48 1,378%국토교통부 - - - - 0.10 0.10

해양수산부 - - - 2.56 - 2.56

(구)농림수산식품부 4.10 8.60 12.70 - - -

12.39 98%농림축산식품부 - - - 12.74 12.02 24.7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0.07 0.26 0.33

(구)지식경제부 0.26 0.14 0.39

25.15 6,449%산업통상자원부 - - - 13.34 1.21 14.55

미래창조과학부 - - - 8.26 2.73 10.99

(구)행정안전부 10.42 - 10.42 - - -

7.86 75%
행정자치부 - - - 3.23 - 3.23

국민안전처 - - - 0.43 - 0.43

인사혁신처 - - - 14.62 - 14.62

합        계 864.4 273.11 1,173.5 1,391.4 459.24 1,850.7 677.17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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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2015년 중앙정부 기관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시행부처(기관)
2015년

사업수
양자 다자 합계

국무조정실(본부) 7.67 - 7.67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2.57 11.74 64.31 9

기획재정부(본부) 126.8 955.9 1,082.7 12

수출입은행(EDCF) 0 - 7.67 123

교육부 487.5 94.3 581.8 10

미래창조과학부 99.45 35.49 134.94 10

외교부(본부) 423 1,576 1,999 53

한국국제협력단 5,916 414 6,330 614

법무부 9.32 2.96 12.28 4

행정자치부 36.08 - 36.08 8

문화체육관광부 103.32 11.86 115.18 11

농림축산식품부 128.31 113.67 241.98 29

산업통상자원부 124.6 41.46 166.06 26

보건복지부 157.2 179.98 337.18 28

환경부 118.11 73.04 191.15 28

고용노동부 3.66 65.81 69.47 8

여성가족부 10.5 52 62.5 5

국토교통부 56.6 1.11 57.71 5

해양수산부 26.6 - 26.6 7

국민안전처 5 - 5 1

인사혁신처 - 158.62 158.62 1

국가보훈처 1.92 - 1.92 2

식품의약품안전처 0.77 11.64 12.41 4

관세청 36.67 - 36.67 5

통계청 8.98 1.11 10.09 5

문화재청 14.36 9.37 23.73 11

농촌진흥청 152 4.79 156.79 6

산림청 32.2 79.41 111.61 11

특허청 4.86 10.12 14.98 4

기상청 23.57 0.61 24.18 5

헌법재판소 0.51 - 0.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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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749.7억 원과 양허성 기금 2,299.6억 원은 ODA 총규모에는 
포함되나, 기관별 사업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UN 및 기타국제기구 지원액은 ODA 계상비
율에 따라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을 포함

자료 : 국무조정실(2015),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국민적 관심과 지지의 취약성

⧠ 국무총리실이 매년 실시하는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소극 지지층은 넓지만, 적극 지지층은 좁으며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2014년 실시된 결과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개도국의 지원에 대

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즉 적극적 지지층은 

17.4%에 불과함.

－ 개도국 지원 찬반은 도덕적 성격의 질문이므로 대부분 사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므로, 많은 학술적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

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실질적 지지로 해석함. 

⧠ ODA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확대에 소극적이며, 확

대를 지지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임.

○ 2015년 조사에서 현재의 ODA 규모 (1인당 3.8만원)에 대해서

시행부처(기관)
2015년

사업수
양자 다자 합계

공정거래위원회 0.4 1.12 1.52 3

국민권익위원회 1.0 - 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96 - 10.96 3

합 계 8,180.49 3,906.11 7.6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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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54.3%로 가장 많았고, 축소해야 한다가 

32.7%, 확대해야 한다가 13.0%로 나타남.

○ 적정 의견은 전년도(66.5%)에 비해 무려 12%p 가량 감소한 반면 

축소 의견은 전년도(22.4%)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6〕 정부의 ODA 제공에 대한 국민의 찬반 비율

자료: 박복영 외(2014).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011-2014)

3. 재정상황의 악화

⧠ ODA는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내 재정상황이 대

외원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1차 계획 수립 당시 예상에 비해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것이 원조 증액의 제약으로 작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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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획기간 동안에도 경기회복의 지연 및 국내복지 지출 수요 증

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대

폭적 원조증액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됨.

○ 위기 이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균형 혹은 소폭의 적자

(GDP대비 1% 미만)를 기록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GDP 대비 

1% 이상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음.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이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29.5조원으로 GDP 대비 2.0%에 이름.

〔그림 2-7〕 우리나라 관리재정 수지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각 연도), 재정통계

○ 재정상황이 당초 전망에 비해 악화되면서 ODA예산 증가율도 기

본계획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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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2차 계획 동안 정부재정은 계속 적자상태에 있을 것으로 전망

되어 1차 계획과 유사한 속도의 ODA 증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민간부문 참여 증대

⧠ 정부기관에서만 주로 집행하던 원조사업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와 민간 부문의 자각에 영향 받아 점차 민간부문

이 주요한 참여자로 부각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주요 민간 참여자는 일반 기업과 시민단체(개발NGO)로 대별할 

수 있으며, 최근에 들어 대학과 사회적 기업 등으로 보다 다변화 

되고 있음.

⧠ 민간의 참여는 공공 부문이 개발협력에서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장려하고 있으며, 재원 확대, 전문성 제고, 

집행능력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됨.

⧠ 재원 확대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개발NGO의 기여는 2013년 기준 

도합 6,020억 원에 달하여 이미 KOICA 사업 규모를 능가하고 있음.

○ 재원 확대 면에서는 개발NGO의 기여가 가장 크며, 2013년 기준 

4,193억 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지출함.

－ 이는 같은 해 KOICA 사업비인 5,228억 원 대비 80%가 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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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한국 개발NGO 총 사업 규모

자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013), 2013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이 주된 기여이며, 국

내외 전체 사업공헌 지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

로 증가 추세임.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해외사업비 비율은 2013년 6.5%를 

차지하였고 금액으로는 1,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해외 사회공헌 활

동 역시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제5절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과제

1. 종합적 추진체계 강화

가. 유․무상원조 간 실질적 연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유․무상 이원화 지원체계가 공식화되었

으나, 유․무상 원조 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사업 연

계성과도 사후관리에 편중됨.

구분 총 사업비(백만 원) 비율(%)

국제개발협력사업 419,342 30.6

국내사업 일반사업 544,199 39.6

국내사업 대북사업 20,333 1.5

기타 388.882 28.3

총계 1,372,7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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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지역적․시기적 중복 배제에 초점을 두고 조정을 추

진함에 따라 주로 단기 프로젝트 사업들의 추진여부를 심의․조정

○ ODA 지원규모 확대 및 사업다양화에 따라 지원사업의 중복가능

성은 증가하나 사업수행 기관 간 역할구분이 불명확함.

○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유․무상 연계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서의 연계성과가 미흡하고 발굴된 사업의 

지속적 관리에도 어려움.

⧠ 유무상 실시기관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협력함으로

써,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별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연

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무상원조의 분절화 대응

⧠ 부처의 전문성 활용 취지에 따라 외교부를 제외한 각 부처의 무상원

조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 확대

   * 무상원조 중 외교부 비율(%) : (’08) 75.9 → (’10) 81.5 → (’12) 

75.4 → (’14) 72.8(예산안 기준)

○ 단기초청연수사업은 다수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표

적인 분절화 사례로 지적되며, 일부 부처는 충분한 현지 수요조사 

없이 추진하여 사업지연 발생

⧠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무상원조 사업계획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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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수원국의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가 아닌 통합된 

단위로 수원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

⧠ ODA 추진체계 확립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가 ODA 사

업조정․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국무조정실 조정 및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

영되는 경우가 있어 조정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차년도 사업 발굴 및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국개위를 통해 부처간 

사업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라. 국별지원전략(CPS) 실효성 제고

⧠ 현행 CPS는 기추진중인 사업의 재구성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 기존에 수행중인 사업 위주로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있어, 수

원국의 개발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지원전략 수립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

－ 특히, 수원국 경제발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괄적인 경제성장

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및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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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에 대한 관계부처․기관의 합의가 부재하여 사업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의 구속력이 약하고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

－ 유․무상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작성 시 CPS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며, 외교부 외무상 사업 추진부처에는 시행계획

조차 없는 경우가 다수임.

⧠ CPS가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시기관이 

CPS의 전략에 따라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CPS 역시 더욱 충실하

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 

○ 각 부처 및 실시기관은 사업계획 시 CPS와의 부합성을 반드시 명

기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 장기간의 사전조사 및 연구를 통해 CPS 작성을 현재보다 더욱 체

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 

2. 사업집행능력 강화

가. 공적집행기관의 역량 확충

⧠ ODA 규모 확대 및 사업 수 증가에 따른 원조전달 병목현상,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역량 및 원조 효율성 저하 우려

○ 2009-2012년간 DAC 회원국 전체 원조규모는 4.9% 증가하는 

데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90%가 증가하였음. 

○ 사업 수 증가 및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회영향평

가, 사후관리 등 업무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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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의 행정․관리 역량 부족, 문제발생시 현지 사무소의 대응․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 중단 사례가 발생함.

⧠ 원조규모 확대, 원조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수원국과의 상시 협조가 

필요하나 본부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협조 지연

○ 사업선정, 입찰, 진행, 평가 등 주요 업무를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

어 현장에서의 역할은 미흡함.

－ EDCF의 경우 현지사무소의 인력이 1-2인에 불과하고 현지 

전문인력 채용도 곤란하여 현지사무소의 역량이 제한적임.

－ KOICA 역시 1인 사무소 비중이 전체 사무소의 약 42%로 현

장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ODA 규모의 급격한 증대에 비해 인원은 소폭 증가함.

○ KOICA 무상원조 예산은 2003-2013년 동안 3.9배 증가했지만 

직원 수는 1.8배 증가하는 데 그쳐 개인별 업무 부담이 크게 증

가됨.

⧠ 사업규모에 비례한 역량확대를 위해 실시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절차를 단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지사무소의 경우 현지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입 혹은 절차 단계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성과관리 방식으로 과

감히 전환함으로써 투입 단계의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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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컨설턴트 육성

⧠ 유능한 자원 유입을 위한 개발컨설팅 시장 규모 및 참여 확대 노력 

부족

○ EDCF는 사업의 설계, 입찰 및 감리 등 개발조사 관련 연간 사업

수가 30여건 내외에 그치는 등 시장규모가 협소함.

○ KOICA의 경우에도 단위사업 규모 및 건수*가 작고, 이에 따른 

간헐적 입찰공고로 민간 참여를 위한 예측 가능성이 저조함.

－ KOICA 개발조사사업 : 연간 10여건(평균 1-2백만 달러), 프

로젝트 사업 : 연간 200여건(평균 2-3백만 달러) 수준임.

○ 각 기관의 컨설팅 사업 등에서 발굴된 과제를 본 사업(KOICA, 

EDCF) 및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함.

－ MDB 사업는 다년도 사업이 대부분인 반면, KSP는 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등 상호 운영방식 차이로 인해 연계가 장애

가 됨.

－ MDB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제기로 수행되는 경우가 다수임에

도 불구하고 수원국과의 네트워크가 미비함.

○ 컨설턴트 보수가 아직 국제수준에 비해 낮고, 실비에 못 미치는 

체재비 지원 등으로 우수 컨설팅업체나 우수 컨설턴트의 참여가 

곤란함.

⧠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며, 컨설턴

트의 능력에 따라 현실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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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력(TA: Technical Assistance) 비중 작고 하드웨어 중심형 

원조 지속

○ 지금까지 건축물 건립이나 기자재 제공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음.

○ 우리의 공급능력 측면에서도 건축시공,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

행능력은 뛰어나지만, 컨설팅과 같은 소프트 분야의 경험있는 유

능한 민간 컨설턴트는 부족한 실정임. 

⧠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대형 컨설팅 업체 및 유능한 개인 컨설턴트의 유입을 

유도해야 함. 

○ 향후 기술협력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정책컨설팅과 같은 

기술협력 분야의 PM(project manager)급 컨설턴트 확보 및 양

성이 시급함.

3.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가. 사업형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

⧠ 사업기획에 있어서 유·무상 연계성이 낮아 원조사업의 효율성 저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 

및 집행기관별로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

하고 있음. 

○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와 EDCF 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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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취약하고 수원국과의 접촉창구가 다원화되어 사업효율성 감소

⧠ 국별협력전략(CPS)에 기반 한 사업발굴시스템이 취약하고, 현장화

를 바탕에 둔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부족

⧠ 사업형성 및 사전조사에 투입되는 예산 및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사

업형성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전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와 컨설팅 업체의 활용이 중

요함.

○ 사업의 사전 기획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전체 효과를 좌

우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공여국에 비해 아직 평가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평가 강

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수행기관 자체평가) 모든 ODA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

무화되었으나, 대부분의 무상원조 수행부처가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 미비로 평가절차가 불분명하고 실적도 저조함.

○ (독립성 부족) 평가담당 부서가 사업실시 부서와 독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평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 (전문성 부족) 2-3년마다 순환근무를 함에 따라 담당 직원의 전

문성이 축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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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질적 강화가 결정적

이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함.

○ 사업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평가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미흡할 경우 외부에 원조사업 평

가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성적 평가 방식은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 통계자료와 신뢰할

만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다.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ODA 사업 완공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미비로 ODA 사업효과

성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함.

○ 각 부처사업의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로 필요사업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을 기획할 때는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야 하며, 종료 평가에서는 이를 반드시 평가하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원국 파트너기관의 사업유지를 위한 재정능력, 인적 역량, 건물 

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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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체계 효율화

⧠ KOICA의 일반 공사 및 물자 조달 시 최저가 적격심사*를 통해 사

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의 경쟁심화로 부실시공․납품 문

제 초래가 우려됨.

○ 낙찰 하한율에 근접한 투찰 관행이 지속되며,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에는 국내 기업 간 경쟁심화 및 해외진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한 

저가 투찰 사례도 발생함.

○ 과도한 저가수주는 원조효과성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임.

마. 국제기준 충족 노력

⧠ 상대적으로 빠른 ODA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GNI 0.25%와 국제사회에서 요구되어 지는 0.7%에는 크게 

못 미침. 

○ 지난 5년간 비구속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60% 

수준(유상 48%, 무상 84%)에서 정체된 상황임. 

⧠ 전략적인 국별 재원배분 방안이 부재

○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일반 국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재원배분 노력의 전략적 효과가 미흡함.

○ 수원국의 소득수준, 개발목표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유․무상 원조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배분 전략이 미흡함.

－ 페루, 콜롬비아 등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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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에 대해서도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

요함.

⧠ 원조규모의 단기간 내 급격한 증가보다는 지속적 증가를 통해 재원

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효과적, 효

율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최근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국제적 평균수

준의 ODA 비율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양적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및 관리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

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CPS가 정한 중

점지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4. 국민참여 및 투명성 제고

가. 대국민 홍보 및 참여 확대

⧠ ODA 국민인식조사의 추세를 점검해보면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 지

지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DA 홍보 부족과 정보가 제한되어 원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낮

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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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원조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도 유지가 중요한

데, 이를 위해 대외원조의 필요성과 성과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필

요함.

○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한데, 원조 증액 시 저소득층, 고

령층, 저학력층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홍보 수단은 영상을 동반한 TV홍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은 

인터넷 및 SNS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을 확대하여, 원조가 국제사회의 안

정과 평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해

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나. 정보의 투명성 제고

⧠ 현재 우리나라는 원조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을 추진 중임.

○ DAC 동료평가는 ODA 정보 공개를 권고한 바 있으며, 부산 국제

개발원조총회에서도 원조정보 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기준을 

마련한다는 공약이 채택되었음.

○ OECD 동료 평가 시 개발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요 이

해관계자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이해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하

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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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인 ODA 정보관리 및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유상 ODA 

사업은 중요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부처별 ODA 예산은 증가하나 ODA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과

정에서의 정보공개 투명성이 낮은데, 개별부처 사업의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함.

○ 이월․불용 등에 따른 각 부처의 예산대비 지출 간 차이가 크고 각 

부처의 통계보고 관리미흡으로 인해 OECD DAC 보고 통계와 

국개위 관리 통계가 서로 불일치함.

○ 타당성조사, 개발계획수립, 현지 네트워크 등 사업을 발굴하고 관

리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해 연도 사업목록․사업실적․평가보고서(KOICA), 지원 실적․
입찰결과(EDCF) 등 결과문서 위주로 공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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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OECD CRS로 본 보건복지분야 ODA 동향 

⧠ 본 절은 보건과 사회보장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인프라 부문의 구성 

변화를 출발점으로, 보건과 사회보장 분야의 동향을 OECD CRS2)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전체 ODA의 부문(sector)별 구성의 변화는 아래 〔그림 3-1〕과 

같음.

○ ODA 총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은 사회인프라서비스로 2014년 기준 전체의 37.3%를 차지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는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의료, 

인구, 물 공급 및 위생,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 기타 사회인프

라 및 서비스 등의 부문이 포함됨.

2) OECD의 채무이행보고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는 일종의 OECD 회원국
가의 개발원조 활동과 관련된 통계 자료임. OECD 회원국가가 개발도상 국가들은 물론 
체제이양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공적원조(OA) 및 다
른 공여들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OECD CRS 보고서를 통해 개발원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은 첫째, 개발원조예산을 평가할 수 있음. 즉 개발원조 예산이 ODA
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여 개발원조예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ODA가 개발원조 예산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사용되었는지, 부가적
인 목표로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음. 둘째, 공여국의 개발원조예산에서 부문별 
ODA 예산 추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줌. 공여국가가 수원국가에 얼마만큼의 개발원조 예산
을 할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수원국의 어떤 분야를 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곽숙희, 2008).  

보건복지분야 ODA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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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19.3%), 인도적 지원(12.2%), 

분야를 지정하지 않은 지원(12.1%) 등의 순서임.

○ 2005년 이후의 부문별 비중의 변화를 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

스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 경향을 알 수 있음.

－ 또한 채무관련지원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다

부문에 걸친 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특징적임.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지원은 비중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비중이 증가

되었음.

〔그림 3-1〕 ODA의 부문별 구성 변화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아래 〔그림 3-2〕에는 한국 및 주요 국가, 그리고 주요 다자간 협력 

기구의 부문별 비중이 나타나 있음(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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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의 경우 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WHO의 경우 사회인

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UNICEF

의 경우 다부문에 걸친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EU 기구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다자간 협력에서 1, 2위의 비중을 차지(2014년 

기준 각각 35.7%와 26.7%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다자간 협

력 기구임.

○ 한편 UNICEF와 UNDP는 다자간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

지 않으나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대

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2〕 주요국 ODA의 부문별 구성 비교(2014년)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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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 부문 ODA 현황

⧠ 보건 부문 ODA의 비중 변화

○ OECD CRS에서 보건 부문 ODA는 일반 보건(general health), 

기초 보건(basic health)으로 구성됨. 

○ 보건 부문 전체 ODA의 규모와 한국의 ODA 규모는 아래의 〈표 

3-1〉 및 〔그림 3-3〕과 같음.

－ 한국의 보건 부문 ODA는 2014년 현재 약 1억 4천 5백만 달

러(2014년 불변가격 기준)

－ ODA 지출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독일과 일본은 한국

의 2배 이상, 프랑스는 약 3배, 미국의 경우 11배를 넘는 수준

임. 

－ 그러나 비중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체 국가, DAC 국가보

다 높은 수준임.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의 경우 보건 부

문 ODA 비중은 약 6.8%, DAC 국가는 5.6%인 반면 한국은 

10.3%로 큼. 

－ 한국은 사회보장 부문에 비해 보건 부문의 ODA에 상대적으

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부 영역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일반 보건(7천만 달러)과 기초 

보건(7천 4백만 달러)의 지출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

초 보건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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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보건 부문의 ODA 지출 규모 비교 (2014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모든 
국가

DAC
국가

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총계 11,224.4 6,015.3 145.0 217.7 457.5 351.2 341.6 1,189.9 1,691.2 

일반 보건 2,888.9 1,820.9 70.1 65.1 397.1 95.7 118.5 263.9 154.2 

기초 보건 8,335.4 4,194.3 74.8 152.6 60.4 255.5 223.2 926.0 1,537.0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특히 한국의 보건 부문 ODA 지출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지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1

년 다시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특징임.

－ 2007∼2014년간 전체 국가의 보건 부문 ODA 비중은 평균 

약 6.3%, DAC 국가는 5.0%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1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 보건 부문 ODA 비중 변화 추이(전체 및 한국)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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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증감을 반복하면

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국제기구의 다자간 ODA에서는 

UNICEF의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남. 그 다음으로는 IDA, EU, UNDP 순임.

－ UNICEF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 보건 부문 

ODA 지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그림 3-4〕 보건 부문 ODA 비중 변화 추이(주요국)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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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보건 부문 ODA 비중 변화 추이(주요 국제기구)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 사회보장 부문 ODA 현황

⧠ 사회보장부문 ODA의 비중 변화

○ 사회보장 부문 ODA3): 교육·보건 등을 포괄하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서 중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포함된 사회복지서

비스(social/welfare services), 고용정책, 저비용 주거 기초 사

회서비스라는 4개의 소분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이 부문에 대한 전체 ODA의 규모와 한국의 ODA 규모는 아래의 

3) OECD에서 발간한 "Evolution of ODA for Social Protection"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문 
ODA는 사회복지 서비스(CRS code 16010), 여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16050), 저비용 주택 (1604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에 대한 원조 (16020), 초등교육
(11220), 기초보건(12220), 출산(13020), 기초영양(1240), 식량원조(52010) 등이 포함
됨. 본 절에서는 사회보장원조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적 사회서비스, 고용정책 및 행정
관리, 저비용 주택만을 고려함. 



72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2> 및 〔그림 3-5〕와 같음. 

－ 한국의 사회보장부문 ODA는 2014년 현재 약 1천만 달러

(2013년 불변가격 기준)

－ 프랑스와 독일의 이 분야 ODA 규모는 한국의 약 10배에 해당

되고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4배를 넘는 수준임.

－ 2014년 기준으로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ODA의 비중은 전체 

국가의 경우 약 2.4%, DAC 국가의 경우 1.7%인 반면 한국의 

사회보장부문 ODA 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 분야 지출 가운데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의 비중이 가장 높고(0.4%) 다음 고용정책(0.2%), 기초사회서비

스(0.1%), 저비용주거(0.05%) 등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용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2.7배에 달함.

<표 3-2> 사회보장분야의 ODA지출 규모 비교(2014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모든 
국가

DAC
국가

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총계 164,979 108,019 1,412.6 3,767.7 8,250.3 14,097.3 13,287.4 11,039.2 27,820.2 

사회보장
소계

3,911 1,818  10.1  83.5  109.0 103.0 386.5 278.9 448.4 

사회서비스 2,266 955  6.2  62.7 2.7 50.9 99.3 268.0 346.7 

고용정책 968 513  2.3 3.1 4.0 30.9 267.2  6.1 74.5 

저비용주거 239 126  0.7 -  36.0 10.8  -  4.8 -

기초
사회서비스

439 224  0.9  17.7  66.3 10.5 20.0 - 27.3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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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부문의 ODA 지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8

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큰 폭 증가한 후, 규모가 완만히 증가하

는 것과는 달리 비중 자체는 등락을 반복함.

－ 2007∼2014년간 전체 국가의 사회보장분야 ODA 비중은 평

균 약 2.5%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비중이 미미함(그림 3-6).

－ 〔그림 3-7〕을 보면 호주, 영국 등의 사회보장 부문 ODA 비중

이 2008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크게 중가한 후 이를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국제기구의 다자간 ODA에서는 

사회보장부문의 비중이 다소 높아, IDA의 경우 이 기간 평균 

5.9%, UNICEF는 5.8%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그림 3-8). 

〔그림 3-6〕 사회보장분야 ODA 비중 변화 추이(전체 및 한국)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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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사회보장분야 ODA 비중 변화 추이(주요국)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그림 3-8〕 사회보장분야 ODA 비중 변화 추이(주요 국제기구)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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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보장 부문 ODA 사업의 사례

⧠ 사회보장 부문의 ODA 사례 : 호주의 보건복지 정책개발 지원 

프로그램4)

○ 호주정부는 ODA 수혜국 정부와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

그램(social protection programs)을 개혁하여 보다 효율적

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전략

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함께 수행할 협력자를 지원해 왔음.

－ Bangladesh BRAC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 Bangladesh Chars Livelihood Program

－ Philippines Social Protection Initiative

－ Indonesia Poverty Reduction Support Facility

－ Cambodia Smallholder and Social Protection 

－ Laos-Australia Rural Livelihoods Program

－ Lao Basic Education School Meals,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 Kenya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 World Bank Rapid Social Response Program 

○ 호주정부는 사회보장 허브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사회보장허브(The Social Protection Hub)란 수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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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사회보장체계에서 남-남 연계(South-South linkages)를 

강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내

부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의미 또한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호주정부는 수혜국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네트

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아래와 같음.

－ (다양한 출판물) : ODA와의 관련된 다양한 사회보장 이슈

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그 

결과물은 경제성장, 데이터구축, 교육과 고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연구 또한 추진하고 있음.

－ (양자 간 협력사업) : 사회보장 개념과 제도에 대한 남-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 최초의 사업은 

2014년 6월 인도네시아정부와 비정부단체의 역량을 육성

하기 위한 사업이었음. 

－ (다자 간 지식공유사업) : 지역 및 세계적으로 민간구호활

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지원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UNDP의 포용

적 성장을 위한 국제정책센터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웹기

반형 사회보장지식창구(a web-based social protection 

knowledge gateway)를 개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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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과 미국·영국의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시
사점

⧠ 2절은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등 공여국의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을 통해 한국의 해당 분야 ODA 사업을 위함 시사점을 얻고

자 함.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ODA 현황에서는 ODA사업을 둘

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사회보장 부문 ODA의 맥락에서 되짚어

보고, 사회보장 부문 ODA 사업의 현황과 논의점을 이해함으로

써 해당 분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국의 사업 및 평가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시

사점을 얻고자 함.

1.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 들어가며

⧠ 세계적으로 ODA 사업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유럽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

○ 유럽의 주요국들은 역사적으로 식민제국으로 성장해 왔으며, 제2

차 세계대전이후 이들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음.

4) 호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ODA에 대해서는 
다음음 참조. http://dfat.gov.au/aid/topics/investment-priorities/building-resilience/ 
social-protection/Pages/social-protection-initiatives.aspx



78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 이러한 역사적 관계와 잘못된 ODA 사업관행은 유럽 주요국이 

ODA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자국의 이익

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구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 UN이 2000년 발표한 새 천년 개발목표(MDGs)도 선진국 차원

에서 ODA를 혁신해야 한다는 반성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음(Cué : 2010).

－ MDGs의 여덟 가지 목표는 ①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

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 평등 및 여성 인권 신장,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향상, ⑥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⑧ 개발을 위한 글

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임.

⧠ 2005년 3월의 파리선언은 보다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었음.

○ 2005년 파리선언은 ODA 사업과 관련해서 원조의 공여국과 수

혜국 간의 관계, 지원방식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에 대한 기본적

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 중요

○ 구속성이 있는 원조(tied aid)와 구속성이 없는 원조(untied aid)

를 구분하고,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

원할 것을 강조

○ 물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humanitarian 

aid)와 국가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

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혜국의 관점을 반영한 ODA가 확산되

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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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유럽 각국의 고민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ODA 전략

○ 물론 자신들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저발전국가를 집중적으

로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가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우선 지원대상 국가를 정하더라도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

으로 어떤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

신의 폭이 있는 것임.

○ 과거 수 십 년간의 가장 지배적인 ODA 전략이 자금지원이나 물

자지원 등 일방적 지원이었다면, 다가오는 십년은 수혜국 스스로 

개발을 기획하고 사회평화를 유지할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 중심이 될 것임.

○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본개발로 빈곤퇴치에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사회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

지함으로써 성장을 지탱하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

한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 이 절에서는 유럽연합과 주요 국가들이 ODA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

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민이 어떤 정책혁신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보건과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자문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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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주요국의 ODA 현황

⧠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ODA 사업을 확대해 왔음.

○ 절대금액으로 보면, OECD DAC5) 가입국 중 미국의 ODA 지출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이 매우 높은 ODA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나며, 프랑스와 영국의 ODA 지출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그림 3-9〕 DAC 주요국의 ODA 지출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2015.12.12.)

5) OECD는 공여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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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 국가 중 유럽 국가들이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 유럽국가들은 1997년 전체 ODA 지출에서 46.8%를 담당해 왔

음. 하지만 2013년 현재 유럽국가들의 지출비중은 39.0%로 감

소하였음.

○ 반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 새로운 국가들이 전

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음.

○ 이는 ODA 사업에서 지금까지 수혜국이었던 국가들 중 일부가 

공여국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3-3> DAC ODA 지출의 국가군별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주: 기타국가는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임
자료: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2015.12.12.)

⧠  DAC 국가들이 ODA 공여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배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자원배분에서 양자간 ODA를 통한 자원이 약 70% 규모를 차지

1997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DAC 전체
(%)

185,266 101,012 334,360 510,106 501,837 474,630 435,7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U 국가
(%)

86,770 51,742 142,435 168,696 213,927 189,962 169,889

(46.8) (51.2) (42.6) (33.1) (42.6) (40.0) (39.0)

기타 국가
(%)

95,892 43,861 177,673 311,634 270,628 264,254 255,960

(51.8) (43.4) (53.1) (61.1) (53.9) (55.7)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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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비중은 지난 수십 년 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마찬가지로 다자간 ODA의 규모도 매우 안정적인데, 그 중에서 

유럽연합을 통한 ODA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 DAC의 ODA 지출규모와 사업목적에 따른 지출비중 및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7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O
D
A

총 금액(백만 달러) 50,502 64,119 120,558 129,066 134,670 126,949 134,48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자간 ODA 67.2 71.1 69.6 70.5 70.1 69.8 69.6

다자간 ODA 32.8 28.9 30.4 29.5 29.9 30.2 30.4

 -UN 8.3 7.5 5.2 5.1 4.9 5.2 5.0

 -EU 9.7 9.9 11.8 10.5 10.2 9.4 9.5

 -IDA 8.2 5.0 6.0 6.3 7.0 6.1 6.3

-지역개발은행 3.4 2.8 2.6 2.4 3.0 3.1 2.9

자료: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 (2015.12.12.)

⧠ UN이 2000년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2005년의 파리선

언 등은 ODA 사업과 관련해서 공여국 중심에서 수혜국 중심으로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모색되었음.

○ 흥미로운 점은 파리선언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서  조건이 강한 구

속성 ODA의 규모를 줄이고, 비구속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실제 2005년 이후 추세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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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DAC 국가들의 ODA 성격(Tying Status)에 따른 자원분포 추이

(단위 : %)

자료 :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 (2015.12.12.)

⧠ DAC 가입국들이 제공하는 ODA는 세계의 어느 지역 국가들을 중

심으로 공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자원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원이 아프리카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들 국가가 빈곤과 건강 그리고 

위생과 환경 등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 가장 원조가 절실하기 때

문일 것임. 더불어 유럽 국가들이 이들 국가와 역사적 경제적 이

해관계가 강하기 때문일 것임.

○  반면에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가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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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DA 수원국별 수혜규모 (2013년 기준)

자료 : OECD(2015), 2013년 기준 ODA 수원국의 수원 규모 ; http://www.compareyou
rcountry.org/ aid-statistics?cr=302&cr1=oecd&lg=en&page=1

⧠ DAC 국가 및 유럽연합 주요국들의 ODA를 지원사업의 유형 또는 

사업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ODA가 국가 또는 국가군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임.

○ 아래 표를 보면, 유럽의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 

밖에는 유럽연합이 전체 ODA 자원을 어떠한 사업에 더 많이 배

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유럽국가들 중 영국의 ODA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배분보다는 사회와 행정인프

라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임.

○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은 사회행정인프라에 대한 투입과 경제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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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대한 투입이 비슷한 규모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그 하위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 ODA 자원의 배분전략은 유사한 것임.

○ 한국의 ODA 자원배분은 사회/행정인프라와 경제인프라에 대한 

자원배분 비율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표 3-5> DAC 및 유럽 주요국의 지출목적에 따른 ODA 구성 (2013년 기준)

유럽 주요국 기타국 DAC
전체프랑스 독일 영국 EU 기관 미국 한국

A. 사회/행정인프라 37.1 33.0 51.8 29.3 48.2 40.7 37.3

⚪교육 16.7 11.9 7.3 4.0 4.4 9.6 8.0

  - 기초교육 0.8 0.7 2.1 1.4 3.2 1.1 1.8

⚪보건 2.3 2.9 3.8 2.9 6.1 12.3 4.6

  - 기초보건 1.0 2.5 3.2 2.0 5.5 4.9 3.4

⚪인구 1.1 0.8 26.2 0.5 19.5 0.2 7.7

⚪수자원과 위생 12.2 5.1 2.7 2.2 0.8 9.5 3.9

⚪정부와 시민사회 2.0 11.1 10.0 16.3 15.8 7.0 11.2

⚪기타 사회인프라 2.8 1.2 1.8 3.4 1.6 2.0 1.9

B. 경제인프라 23.5 36.1 8.4 33.1 4.4 34.2 19.3

⚪교통과 통신 14.3 1.4 1.8 8.3 1.4 33.5 7.2

⚪에너지 8.7 22.0 1.6 8.7 1.3 0.4 7.6

⚪인프라 0.5 12.7 5.0 16.1 1.8 0.3 4.4

C. 생산 5.1 6.7 4.4 7.4 5.9 10.8 6.9

⚪농업 4.9 5.6 2.8 3.7 4.6 9.2 4.9

⚪제조업 및 건설 0.2 0.8 1.0 3.0 0.3 1.0 1.3

⚪교역과 관광 0.0 0.3 0.7 0.7 1.0 0.5 0.7

D. 다분야 사업 12.2 9.4 14.2 10.7 5.2 6.3 9.6

E. 프로그램 지원 3.1 1.2 0.1 4.6 2.4 0.0 2.1

F. 부채탕감 프로그램 0.3 2.6 0.1 - 0.1 - 0.6

G. 인도주의지원 0.5 5.7 13.7 10.0 24.6 3.1 12.2

H. 행정비용 6.0 3.4 3.1 4.4 6.9 2.4 5.3

I. 기타 비용 12.0 1.8 4.3 0.6 2.2 2.6 6.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2015.12.12.)



86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다. 유럽 주요국의 ODA 관리체계와 사회보장 이슈

⧠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ODA의 역사가 이미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에도 여전히 사업의 방향과 관리체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되고 있음.

○ 이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식민지배의 경험)과 행정관리체계 등에 

따라 사업방향이나 관리체계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임.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각국이 ODA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

하고 있는지 유형화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윤덕룡 외(2012)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ODA 관리

체계는 소관부처와 실시기관을 두 축으로 통합적인지 분산적인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 소관부처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원조전담부처 간의 정책소관주

체가 통합되어 경로가 단일화되어 있는지, 이원 또는 삼원체제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실시주체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관이 통합되어 있는지, 

여러개의 시행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기관을 누

가 최종적으로 소관하는지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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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유럽 각국의 원조관리체계 유형

자료 : 윤덕룡․박복영․강유덕․권율․강은정(2012),

⧠ 위의 ODA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단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교적 경로를 통해 ODA의 확대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행 여

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소관부처의 역할을 배제하기

는 어려울 것임.

○ 하지만 내용적으로 각 정책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

○ 이는 소관부처를 아우르는 상위의 강력한 협의 및 결정조직을 통

해 ODA 사업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갖고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주체가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지원정책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첫째, ODA 사업에 개입하기 전 단계에 엄격한 현장조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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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통합형

원조 전담부처
실시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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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담

실시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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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사업방향과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둘째, ODA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나 시행기관이 아닌 중립적

인 제3의 전문적 평가기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DA 사업은 역사적으로 공여국이 수혜국

과 맺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그것은 ODA 사업이 영리기업이나 이해관계자의 입김에 의해 공

여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용되기도 한

다는 점을 말해줌.

○ 그리고 최근에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경제개발과 사회평화를 균

형감있게 이룰 수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개발하는 문제

가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

가하는 역량 구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일종의 경제개발 및 정책개발의 경험을 공

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지금까지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둔 ODA 전략이 다양한 정책수단과 경험을 결합

시킨 종합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

⧠ ODA 사업에서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유럽

의 일부 국가외에도 각종 국제기구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사회보장 문제가 새로운 정책의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점차 사회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유엔은 세계 인구의 약 80%가 삶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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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빈곤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적 보호 장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음.

－ 그리고 2008년 리먼쇼크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위기를 통해 

사회보장체계가 저발전국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안정

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는 빈곤층에게 우호적인 성장전략, 또는 포용적 성장전략의 

맥락에서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이 효과적인 사회통합정책 및 

사회보장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음.

○ 문제는 지금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던 많은 국가들이 중위소득국

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규정

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설

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임.

－ ODA 공여국 대부분이 매우 발전된 복지국가라는 점에서 이

들이 ODA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역설적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 구축경험

과 현 상황은 이들 ODA 수혜국이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측

면도 있음.

－ 그럼에도 베트남처럼 중간소득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

러한 수요를 체감하고, 많은 국제기구와 공여국이 베트남 사회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

례도 있음(Glennie, 2011).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임 : 1) 사회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 원칙이 존재하는가, 2) 경제성장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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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그리고 사회보장 간의 연계고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

는 저발전국에게 서구의 사회보장체계와 정책경험을 어떻게 

전달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ILO 또한 저발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 서구 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오랜 기간 저발전국에게 당장 

시급한 기초 의료보장과 빈곤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

만, 이제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

축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문제가 중요한 ODA 정책 의제로 부

각되고 있는 것임.

－ 한국 또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ODA이 일환으로 사회보

장제도를 구축하고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음(여성

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2014).

  라. 프랑스의 ODA, 그리고 사회보장체계 지원전략6)

⧠ 프랑스 ODA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며, 그 이념과 사업방

식 측면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7)

○ 프랑스는 오랜 식민제국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대

상으로 하는 원조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전략의 

6) http://www.afd.fr/home/recherche/programmes-recherche-afd/protection-soci
ale

7)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공여국의 ODA 사업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음. 그 중에서 ‘김세원․김종섭․이영섭(2013), 주요 선진공역국의 중점협력
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경제사회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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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다양한 ODA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

○ 그 중에서도 독립적인 ODA 전담기구인 프랑스원조청(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을 설립하여, 정권변동

과 같은 외부환경변화에서도 일관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프랑스의 ODA는 아래와 같은 조직체계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

○ 프랑스 ODA 사업에서 가장 상위의 결정권을 가진 조직은 부처 

간 협의회(CICID)이며, 이는 총리가 주재함. 이 위원회에는 각 

부처가 참여함.

○ CICID의 사무국은 기재부와 개발부의 공동사무국(Co-Secretar

-iat)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부 장관의 소관에 있음.

○ 공동사무국은 전략협의회(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 COS)를 통해 실제 사업의 위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략협의회는 ODA 사업의 상당부분을 통합된 사업수행기관인 

프랑스 원조청(AFD)에 의뢰하여 수행

○ 실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조직들 외에도 그림 우측

에 위치한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1) 지방정부, 2) 국회, 

3) 민간기업, 4) 연구기관들8)이 그것임.

8) 프랑스는 ODA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기관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임. 그것은 ODA 사업이 정치적 경제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는 측
면이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기획되고,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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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프랑스 ODA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 http://www.diplomatie.gouv.fr/(2015.12.20.)

⧠ 프랑스의 ODA와 사회보장 지원전략9)

○ 프랑스 ODA 사업은 아프리카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소재한 저발

전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이 과정

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개발과 교육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9) 이 주제에 대해서는 ADF(2014), La Protection sociale : Une Diversité 
d’Approches pour une Priorité croissante를 참조



제3장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시사점 93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의 경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경

우에는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보다 개선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욕구가 출현하게 됨. 

○ 이는 저발전국에 대한 ODA 사업에서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정책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수요

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실제 프랑스는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저발전국을 위한 전략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의 하나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하자는 권고안을 제출

○ 이 정책아젠다와 관련해서 World Bank, European Union, 

UN의 주요 하위조직들 등은 이러한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재

정지원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사회보장 분야의 협력사업을 기획

해 왔음.

○ 저발전국에서 사회보장체계 구축은 2015년의 정책 아젠다로서

도 여전히 유효하며, 국제기구와 ODA의 주요 공여국들이 지원

해야 할 사업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것임.

⧠ 프랑스 정부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저발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원조청(AFD)으로 하여금 사회보장 관련 

연구와 사업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맡기고 있음.

○ 그것은 저발전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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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주체들(이해당사자들)을 연계하고, 2)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3) 저발

전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규정하고, 4) 해당 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사회보장 확대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논의하고, 5) 사회보장과 

고용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프랑스 원조청(AFD)의 최근 연구결과들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개혁전략에 대한 지식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음.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90년대 ODA 전략이 빈곤퇴치나 경제성

장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임. 

○ 이러한 엄격한 평가에 따라, 수혜국의 조건과 욕구에 따른 차별화

된 지원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었음.  

○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최빈국에서 벗어난 국가(MICs)들에 

대해서도 ODA가 필요하며, 그것은 단순히 극빈층에게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게 됨.

○ 이러한 전략적 인식전환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깊게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빈곤과 사회

적 배제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

이다”라는 것임(AFD : 2014b, 4).

⧠ ODA 수혜국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이슈는 아래와 같

으며, 이는 많은 저발전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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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Renforcer l’efficacité)

○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étendre la couverture)

○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메커니즘을 구

축하기 (construire des mécanismes de solidarité)

⧠ 지금 ODA의 수혜국이면서,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많은 국가들은 보다 포용적인 성장전략의 일

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경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놀랍게도 위에 언급한 ODA 수혜국이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제도 

관련 과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사회가 직면해 왔고, 앞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미국과 영국

⧠  미국과 영국 공적개발원조 사례가 갖는 의미

○ 미국과 영국은 가장 큰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여 왔음.

－ 2013년 기준 미국은 30,879 백만 달러로 지원규모가 OCED 

공여국 중 가장 크고 영국은 17,920 백만 달러로 그 다음 순

위를 차지(OECD, 2015)

－ 한편 미국은 ODA/GNI가 .18% 로 낮은 편이고 영국은 .71% 

로 상대적으로 북유럽 다음으로 높은 편 

○ 한편 미국과 영국은 집중과 다변화라는 상반되는 관리 방식을 보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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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유형의 강점과 단점에 대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구하는데 유리

－ 한국은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여 주관조직이 분절된 국가군

에 속하여 미국과 유사성이 있음. 

  가.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 미국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 미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정부의 경제･외교･국방 등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외교정책 목적상 제공하는 대외지원(foreign assistance)으

로 이해(민지홍･김철우, 2012: 205). 

－ 미국 공적개발원조의 핵심 기관인 USAID가 아시아에서 활동

하면서 견지한 1차적 목표는 공산주의의 확산, 중화인민공화

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지적(박병도, 2010: 61). 

－ 9.11사태이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2002년, 2006년에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안

보와 관련된 개발원조를 추진 국가안보전략은 개발을 외교, 국

방과 함께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간주

－ 최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복구 등에 원조가 집중(민지홍･김

철우, 2012: 190).

○ 다자간협력보다 양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원조이며 양자간 협

력에서도 개별 부처 등 조직이 각 정책에 부합하는 원조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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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그 수행조직과 평가가 

분산적인 특징을 보임.   

⧠ 미국 공적개발원조의 주관 기관

○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주관기관은 2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관여

－ 각 기관은 공적개발원조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분

절적이라는 특징을 보임(민지홍･김철우, 2012: 189). 

○ 미국 정부 기관 중 일부 조직은 그 중 주요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 2006년 기준 USAID는 미국 전 공적개발원조기금의 38.8%, 

국무부는 13.4%, 재무부는 4.3%, 농무부는 13.9%, 보건사회

부는 3.2%를 차지(민지홍･김철우, 2012: 189). 

 2005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가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역할이 확대되었음  

－ 미국의 분절적 개발원조에 대하여 OECD DAC는 문제로 지

적을 한 바 있음. 이에 응하여 2006년 미 국무부는 부처 내 해

외지원국(DFA: 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를 설립하여 조정기제의 체계화를 시도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로도 주체의 통합이 진전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주관 조직이 추가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함.

○ 각 조직은 국무부가 수립한 외교정책가이드라인(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Affairs)에 따라 원조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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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양한 조직의 공적개발협력은 2002년 공표된 국가안

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일반적인 외교

정책 지침에 따라 수행(박병도, 2010: 55)

－ 공적개발원조의 통합조정은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담당. 이 조직은 국내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협의조직임10).

○ 미국 공적개발원조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USAID의 본부

는 워싱턴에 있지만 세계 70여 개 국에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음

(박병도, 2010: 58).

－ 현지의 일선 사무소에게 많은 융통성을 부여(민지홍･김철우, 

2012: 206). 

⧠ 미국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기제

○ 미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주체의 사업에 대하

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

으로 운영

－ 결국 평가도 각 주관기관의 분리를 극복한 것은 아니고 기준의 

공유와 교육이 평가의 질 관리 방식으로 우선시됨. 

－ USAID 평가 정책은 해당 자료(USAID, 2011: 4)에서 사업예

산의 적어도 3%를 외부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 USAID도 2011년 1월 배포된 평가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의 평

가를 수행11)

10) NSC 홈페이지 참조
11) USAID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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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 평가와 유사하게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수행과 영향

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

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에 반영하며,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임. 

○ 평가의 내용은 일종의 지침으로 공유됨. 

－ USAID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조항들(checklist for 

assessing usaid evaluation reports)은 총 76개로 구성됨. 

－ 보고서 초고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중요한 항목은 15개로 전 

항목 중 앞의 15개

－ 보고서 완성단계에서는 76개 항목을 검토하여 높은 기술적 수

준의 보고서가 되도록 함.

－ 76개의 검토 항목은 보고서 구성, 핵심적 요약, 프로그램의 개

요 소개, 평가 범위와 방법, 분석, 분석결과, 결론, 제안, 시사

점, 논리적 구성. 협의와 보고서 공개 등의 분류 아래 세부항목

으로 구성12)

 예를 들어 소말리아(Somalia) 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

고서도 이러한 체계에 따라 구성됨13)

○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USAID, 2011: 3-4) 

－ 사업을 운영하는 각 기관은 지역에 있는 평가를 위한 일선 사

무소, 정책･기획･학습/학습･평가･조사를 위한 일선 조직

12) 구체적 항목의 구성 등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 https://www.usaid.gov/results-ald
n-data/information-resources/program-evaluation/checklist 

13) 관련 보고서는 아래와 같음. Grossman-Vermaas, Robert･Leyal Jeyte･Samuel 
Malmberg･Lea Antic･Lee Briggs and Ladan Affi(2015). Program evaluation of 
usaid/east Africa’s activities in Somalia: Final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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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LES: Bureau of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Office of Learning, Evaluation and Research)을 상시 접

촉하고 지원을 받아 평가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담당자가 평가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USAID 홈페이지에는 주제별, 국가별 평가사례가 제시되어 있으

나 미국의 전 공적개발지원이 시기별, 수혜국별, 사업영역별로 정

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평가의 기본단위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사업

 

  나.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 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세계의 빈곤 감소

를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원칙으로 수용

○ OECD DAC에서 영국의 공적 원조를 모범 사례로 인정한 바 있음.

－ 2002년 국재개발기본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을 제정. 동법에는 영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비구속성원조

(untied)로 추진한다는 점, 국제개발부에 빈곤완화 의무수행

이라는 핵심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됨.

 영국은 2001년 이후 조건부(tied) 원조를 모두 폐지하여 공

적개발원조의 100%가 비구속성 원조. 이는 북유럽 일부 국

가와 유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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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달리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증대 중

○ 영국의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 중반 그 목적이 크게 변화

－ 과거 영국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의 식민 국가들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 한편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영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하기도 한 바 있음. 

1980년에 제정된 개발협력법도 영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

한 바 있음. 

－ 1997년 노동당정부는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세계 빈곤퇴

치를 명시하고 백서를 발간(신상협, 2011: 179-180).

－ 2009년 네 번째 관련 백서에는 다른 국가의 안보와 성공이 영

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 빈국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협력한다는 것, 그리고 빈국의 기후변화를 중단하는 일에 노력

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명시됨. 

⧠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주관 기관

○ 영국 공적개발원조는 독립부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전담

－ 영국의 전 공적개발원조의 90%정도를 직접 수행

－ 국제개발부는 1997년 외교부의 부속 청에서 독립하여 확대된 

조직임.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국제개발부에 대한 외교부의 영향이 

아직 크고 그래서 외교안보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



102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영된다는 지적도 있음(민지홍･김철우, 2012: 189-211).

－ 국제개발부의 장(Secretary)이 내각에 의석을 갖고 있고 수상 

및 재무부 수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독자적 부처로 활동(민

지홍･김철우, 2012: 195)

－ 국제개발부는 런던 등 영국 2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의 

64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임(신상협, 2011: 182)

⧠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기제

○ 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그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주체

가 단일화된 상태를 기반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 중임. 

－ 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DFID의 산하, 그러나 독

립기구인 ‘원조영향에 대한 독립위원회(ICAI: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에 의하여 이루어짐. 

－ ICAI는 영국의 원조14)에 대한 조사를 책임지는 독립조직임. 

이 조직은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DFID에 

의하여 지원을 받음15)  

－ ICAI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지출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발에 

대한 그 기여를 파악함. 그리고 이를 국제개발위원회(IDC: In

-ternatioal Development Committee)에 보고함.

○ 영국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체계적이어서 수원국

별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윤수재, 2013: 120-5)

14) 이 조직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포함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15) 관련 자료는 ICAI 홈페이지를 참조. http://ICAI.independent.gov.uk/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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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원조 

필요성을 판단. 이후 전 과정에 걸쳐 평가 전략을 계획

－ 평가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효율성, 적절성이 고루 평

가되도록 기준을 구성

－ 실제 ICAI 홈페이지에서 수원국별, 시기별, 사업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16)

－ 심지어 수원국 현지의 담당 인력별로도 평가 자료의 구성이 가

능함. 이를 통하여 인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후 국

제원조에서 반영하기도 함(윤수재, 2013: 133). 

－ 한편 매년 평가보고서를 발간. 예를 들어 2015년 DFID보고

서에 따르면, 2014/5년 930만 명에게 현금지원, 2,850만 명

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영양지원을 하였고, 350만 

명에게 식품을 지원하였음(DFID, 2015). 

 대부분 극빈국은 원조 대상으로 하여 식품 영양, 건강 등으

로 사업 내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IDC 산하 ICAI 담당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ICAI)는  

ICAI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

을 마련

○ 평가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운영. 평가 이전에 사업의 

집행기간 동안 평가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획(윤

수재, 2013: 124-5).

16)  ICAI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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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국과 미국의 비교 및 시사점

⧠ 영국과 미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우선시하는 목표, 주관조직, 평가의 

체계 등에서 상이

○ 특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영역은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이

라고 판단

－ 미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목적으로 자국의 외교와 국

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개별 부처 

등 주체들의 정책과 원조의 결합을 중시

－ 반면 영국의 경우 최근에는 세계 빈곤의 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독립된 정책의 위상을 갖도록 하

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분절적인 주관조직으로 영국은 단일화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책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주관조직

을 설정

○ 또한 분절적인 원조를 추진하면서 미국은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에

서도 평가를 위한 교육, 평가를 위한 기준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

가를 관리

－ 반면 단일화된 관리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운영하는 영국

은 상대적으로 더 체계화된 평가방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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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미국과 영국의 ODA 비교

⧠ 영국과 미국의 공통점

○ 공적개발원조에서 수원국의 현지성을 강조하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 양국은 모두 본국에 공적개발원조의 본부를 두고 세계 수십 개 

국가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뿐 아니

라 현장에서의 협력과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공유

○ 평가의 강조와 반영

－ 평가의 주체는 분산과 단일화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양국

은 공히 공적개발원조에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과정 자체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노력

미국 영국

ODA특징
외교･안보정책과 유관성이 높
은 원조

과거 대비 세계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강조

주관조직
주무부처는 국무부, 수행조직
은 분절

통합(준독립). 국제개발부가 
전담. 외교부와 밀접함은 유지 

모니터링 및 평가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를 위한 
능력함양의 방식으로 질관리

평가를 주로 전담하는 독립기
구를 운영
수원국별, 담당자별, 시기별, 
사업영역별 평가를 확인 가능

장단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자국이
익을 우선시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
고 수원국 단위, 사업단위로 
체계적인 원조를 기획하는데 
불리

원조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제
고에 유리
국가 정책과의 유관성 강화에
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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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주관조직의 독립성과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이 상당한 수준에서 관

련성을 보임.

－ 인도주의적 목적이 강조되면 주관조직의 독립성이 강조됨.

－ 한국은 영국과 미국의 중간 수준으로 주관조직의 일부 분산이 

이루어진 상태.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담당

－ 한국의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

라 주관조직의 구조화를 고민할 필요

 한국의 경우 현 상황에서 미루어보자면 인도주의적 목적보

다는 자국의 외교･경제정책과 공적개발원조가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단일화된 궁극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강조하는 방향

을 모색하고, 포용적 성장의 기조에 따라 사회보장 부문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 설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수용

 영국은 빈곤으로 인한...“인류의 고통과 가능성의 낭비가 양

심의 문제가 아닌 영국 자체의 이익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외

개발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제범죄, 난민, 마약, 에이

즈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에 의해 심

화되기 때문에 빈곤 퇴치야말로 영국을 포함한 세계 모두를 

위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판단(신상협, 2011: 

188). 

○ 외교 등 자국의 정책영역과 공적개발원조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

고 하여도 평가의 체계화는 긴요



제3장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시사점 107

－ 주관조직이 분절된 상태로 다양한 경우 평가의 체계화는 더욱 

난제

－ 영국과 유사한 평가의 단일화, 평가결과의 체계적 정리가 가능

하도록 평가 인프라를 개편할 필요

 평가의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달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수원국별, 사업영역별 지원

의 집중이나 중복,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원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평가를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 전문화, 그리고 자료의 관리 등

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

제3절 아시아지역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시사점

  1. 개괄

  가. 보건 

⧠ 아시아 보건 ODA17)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총 41억 달러(순지출액)이며, 이는 전체 아시아 ODA의 약 8%에 

해당함. 

○ 2010-2012년 보건 ODA는 전체 ODA의 약 10%에 달하였으나,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MDG가 달성되고 기초보건지표

17) 본절에서는 보건 ODA의 범위를 보건 원조와 인구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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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되고, 경제 인프라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공여국들

의 우선순위가 경제 인프라 분야 지원으로 옮겨감. 18)

○ 아시아 지역의 보건 분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세부 지원 분야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13〕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건 OD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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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순지출액 기준. 2013년 기준 실질 가격 기준.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최근 들어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ODA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일반 

보건 분야에 대한  ODA는 감소세임. 

○ 2002년에는 기초보건 분야(기초보건인프라, 기초영양, 질병 퇴

18)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아시아 ODA는 2014년 기준 122억 달러,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임.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ODA의 비중은 2002년에 14 %
에 불과했으나,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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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가 전체 보건복지 ODA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약 34%에 

불과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보건 ODA

의 절반이상인 53%가 기초보건 분야에 집중되었음. 

－ 기초보건의료(Basic health care)에 대한 지원은 2002년 약 

190백만 달러에서 2014년 약 1,011백만 달러로 5배 이상 증

가하여 전체 보건복지 ODA의 세부분야중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반면, 보건 정책 및 의료교육 등을 지원하는 일반보건 분야에 대

한 지원은 2002년 전체 보건 분야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약 15%로 줄어들었음. 

〔그림 3-14〕 아시아 보건분야 세부분야별 비중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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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 분포를 보면, 아시아 보건 ODA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

탄, 베트남 등에 집중되어 있음. 

○ 2012-2014년 총 수원액 기준 아시아 보건 ODA의 최대 수원국

은 인도로 지난 3년간 약 20억 달러 규모의 ODA를 수원하였고, 

그 뒤를 방글라데시 (13.4억달러), 파키스탄(13.3억 달러), 아프

가니스탄 (11억 달러), 베트남 (8.8억달러)이 따르고 있음. 

<표 3-8> 아시아 지역 보건 ODA 수원국 순위 (2012-2014년 총액 기준)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보건분야 ODA의 최대 공여국임. 

○ 아시아 보건 분야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2012-2014년 기준 

약 21억 달러의 원조를 지원하였고, 영국이 9.7억 달러, 독일이 

6.5억 달러를 지원하여 상위 공여국에 기록되었음. 

○ 다자간 원조의 형태로는 보건분야에 지난 3년간 총 70억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최대 다자공여기관은 전염병 퇴치 국제공동기금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임.

수원국 액수(백만 달러) 수원국 액수(백만 달러)

1 인도 2,054 9 중국 472
2 방글라데시 1,341 10 네팔 460
3 파키스탄 1,334 11 예멘 379
4 아프가니스탄 1,186 12 가자지구 327
5 베트남 871 13 필리핀 294
6 인도네시아 742 14 요르단 231
7 미얀마 648 15 라오스 202
8 캄보디아 487

   주: 순지출액 기준. 2013년 기준 실질 가격 기준.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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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아시아 지역 보건 ODA 공여국 순위 (2012-2014년 총액 기준)

   주: 순지출액 기준. 2013년 기준 실질 가격 기준.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보건 ODA의 유형별 배분을 보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형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염병 관리 및 기초 

보건 확충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과 기금이 2위를 기록하였음.

○ 국가별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베트남에서는 예산지원이 10%

를 차지하였는데 반해19),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19) 하노이 KOICA, EDCF 등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수원국의 자립도 증
대 및 원조효과성 증대 측면에서 공여국의 예산지원을 장려함.

양자간 공여국
액수 

(백만 달러)
다자공여기관

액수 
(백만 달러)

1
United  
States

2,123 1     Global Fund 2,632

2
United 

Kingdom
977. 2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
1,246

3 Germany 656 3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241

4 Australia 555 4 EU Institutions 474
5 Japan 485 5 UNFPA 333
6 Canada 385 6 UNRWA 307

7 Korea 259 7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287

8 Norway 100 8 AsDB Special Funds 194
9     Sweden 99 9 UNICEF 156
10 France 88 10 UNAIDS 45

11 Switzerland 66 11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ID]
37

12 Netherlands 56 12 WFP 25
13 Luxembourg 51 13 UNDP 12
14 Belgium 35 14 Arab Fund [AFESD] 5

15 Finland 29 15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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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지원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표 3-10> 아시아 전체와 주요국의 보건 ODA 원조유형별 분포 (2014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공여국별로 원조유형별 배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독일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이 대부분인 반면, 영국은 예산지원과 공동프로그램 

및 기금을 활용한 비중이 프로젝트형 원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다자공여기관 중에서는 유럽연합이 프로젝트 지원과 예산지원, 

공동기금에 골고루 지원하는 반면, IDA는 프로젝트형 원조에 집

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술 원조 및 전문가 파

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11> 아시아 보건 ODA 공여국별·원조유형별 배분 (2014년 기준)

(단위: %)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IDA EU

예산지원 0.0 0.0 0.0 37.9 0.0 0.0 25.2 

공동프로그램 
및 기금

4.3 16.7 12.6 30.8 22.4 0.0 20.7 

프로젝트 지원 94.4 74.9 71.6 26.2 74.7 100.0 51.1 

　 아시아 전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예산지원 3.3 0.0 10.5 0.0 0.0 

공동프로그램 및 기금 13.5 12.1 1.9 29.2 25.3 

프로젝트 지원 80.7 84.2 84.7 67.1 74.3 

기술원조 및 전문가 파견 2.0 3.6 2.7 3.7 0.3 

유학생 및 연수생 장학금 0.4 0.1 0.3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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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나. 사회보장 

⧠ 아시아의 사회보장 분야 ODA20)는 2008년에 급등하여 순지출액 

기준 2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2012년까지 약간의 감소세를 보

이다 최근 다시 증가 추세임. 

○ 2014년 기준 아시아 사회보장 원조ODA는 총 17억 달러이고, 

전체 아시아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임(그림 3-15).

⧠ 최근 들어 고용정책에 대한 ODA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초

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줄어들고 있음.

○ 아시아에 대한 고용정책관련 원조는 지난 2012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사회보장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했

지만, 2014년에는 3억 8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20) 사회보장 분야 ODA는 3장 3절을 따라 사회복지섭비스, 기초 사회서비스, 고용정책, 저
비용 주거를 포함함.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IDA EU

기술원조 및 전
문가 파견

1.3 3.3 12.4 5.1 2.9 0.0 3.1 

유학생 및 연수
생 장학금

0.0 5.1 3.5 0.0 0.0 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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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아시아지역 사회보장분야 OD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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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원조 총액(백만 달러, 왼쪽) 사회보장원조/전체원조비중(%, 오른쪽)

   주: 순지출액 기준. 2013년 기준 실질 가격 기준.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수원국 및 공여국 분포를 보면, 아시아 사회보장 ODA의 최대 수원

국은 가자지구, 방글라데시, 예멘, 파키스탄, 베트남 순이고, 아시아 

사회보장 ODA의 최대 공여국은 EU, 미국, IDA, ADB, 영국 순임. 

⧠ 원조 유형별 분포를 보면,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71%) 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프로젝

트형 지원의 비중이 높음. 

○ 아시아 고용정책 분야 ODA의 대부분은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데, 일본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ILO/Japan 다자간 기

술 협력 프로그램을 1976년부터 운영 중임(JICA·ILO 홈페이지).

－ 세부 사업으로는 ASEAN 노동시장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노동이동 지원 프로그램,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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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음. 

〔그림 3-16〕 아시아 사회보장 ODA의 세부항목별 유형별 분포(2014년 기준)

자료: OECD(2015), CRS dataset(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다. 원조 평가

⧠ 아시아 보건복지 ODA에 대한 평가가 대상, 시기, 주체에 따라 다양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대상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 정책평가, 과정 평가, 조직평가, 

지원유형별 평가(예산지원, 기술협력, 연수생 지원 등), 분야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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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건, 사회보장, 교육 등), 주제별 평가(인도적지원, 기후변화 

등), 국별평가(국별 지원전략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음(OECD, 

2010).

○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기초선 조사 등),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짐.

○ 평가 주체에 따라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DAC 회원국끼리 실시

하는 공동평가 및 동료평가(peer review),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

국이 함께 실시하는 Joint evaluation이 있음.

⧠ 과거에는 단기성 프로젝트가 많아 프로젝트별 평가가 주를 이루었

지만, 최근에는 보건분야 평가, 전체 국별 지원전략 평가, 프로그램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임(OECD, 2010).

○ 대표적인 보건 분야 평가는 일본이 최근 실시한 “베트남 보건분

야 지원 전략 평가 2010”으로, 전체적인 베트남 보건분야 지원 

전략과 5개 대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독일 개발은행인 KFW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도 “베트남 보건 및 가족계획 분야 지원프로그램 사후평가”를 실

시하여 199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실시된 지원프로그램을 총괄

적으로 평가함. 

⧠ 방법론적으로는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데, 최근에는 실험적 방법론 (Randomized control trial) 기법을 

사용하여 ODA 사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가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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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수원국별 보건복지 ODA 사례: 베트남, 미얀마

  가. 베트남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안정적인 수원체계, 그리고 효

율적인 원조 운영 덕분에 베트남은 보건 분야의 MDG를 대부분 달

성하였음(World Bank, 2011).

○ 베트남 정부는 국가 기본 개발 계획에서 보건 부문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왔음.  

○ 베트남은 대표적인 모범수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수원국 협력, 공여국간의 협력이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안

정적인 수원체제를 확립함.

<표 3-12> 2009-2010 베트남의 주요 ODA 사업

○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원조효과성 포럼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인프라, 보건, 빈곤, 환경 등 각 섹터별 공여국 워킹 그룹을 

공여국 및 공여기관 연도 사업분야 금액 (백만 달러)

미국 2010
성병 관리 프로젝트

(에이즈, 매독등)
27.72

IDA 2010 보건정책 및 행정 관리 25.30

미국 2009
성병 관리 프로젝트

(에이즈, 매독등)
22.62

IDA 2010 보건정책 및 행정 관리 16.57

IDA 2009 보건정책 및 행정 관리 13.91

일본 2010 기초보건인프라 구축 12.07

미국 2009
성병 관리 프로젝트

(에이즈, 매독등)
10.99

자료: WHO (201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t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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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분야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은 평균수명 73세, 아동사망률 및 산모사망률 

감소 등 대부분의 보건관련 MDG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보건부문에서 지역별·계층별 격차가 심해 소외지역의 보건

인프라 및 보건인력은 부족한 실정임(World Bank, 2011).

○ 의료시설 및 보건인력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빈곤층 및 

소수민족이 집중된 북부 산간 및 농촌지역의 보건 인프라 부족 문

제가 심각함.

○ 이에 따라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2009년 중소득국으로 진입하면서, 도시화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안전망 설치도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

에 대한 보건복지 ODA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신종플루, 조류독감과 같은 신흥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

축도 시급한 실정임. 

⧠ 이러한 원조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여국들의 베트남 원조 분야

는 그동안 기초보건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소외지

역 보건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 제도 지원, 신흥 전염병 대응책 

마련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 

⧠ 본 절에서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보건 ODA 사례로 독일의 베트남 

지역보건시스템 증진 사업과, 일본의 국가전염병관리본부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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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사회보장 ODA 사례로 세계은행의 사회안전

망 강화 프로젝트와 미국의 베트남 장애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음. 

  ① 독일의 베트남 지역보건시스템 증진 사업21)

⧠ 독일개발은행과 독일원조집행기관인 GIZ (Deutsche Gesellschaft 

fuer Internationzale Zusammenarbeit)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베트남 지역보건시스템 증진 사업은 2009년 시작되었음.

⧠  베트남의 50여개 주(州) 중 빈곤층 및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5

개 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섯 개의 주는 모두 베트남의 북부 산간 지역 및 중부 고원 지역

에 위치하였는데, 이들 주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주들에 비해 

사회기반 인프라가  열악하여 각종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율이 

상당히 낮음

－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공무원의 수준이 낮아, 보건

서비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상태임. 

⧠ 동 사업은 소외계층의 보건서비스 접근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 

정책 컨설팅, △ 보건인력 교육, △ 원격진료 서비스 지원 등 크게 

세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 정책 컨설팅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보건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역

량강화와, 29개 병원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주로 함.

21) KfW 홈페이지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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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인력 교육은 보건인력의 예방 및 진료 능력 강화, 자궁암과 

신생아 케어와 같은 수요가 높은 분야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

고 있음.

○ 원격진료서비스는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도로 및 병원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방을 중심으

로 원격진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임. 

⧠ 현재까지 약 14개 병원을 대상으로 “경영개혁 5개년 계획”이 수립

되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미 정부 승인 및 예산 수립이 확정되

어 추진단계에 있음.

○ “경영개혁 5개년 계획”은 병원별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원내 전자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건인력들이 체계적이

고 시스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함. 

○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병원경영수업을 개설하여 베트남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의 인증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1,000개 병원에 병원 경영수업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29개 병원의 2,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이 

신생아케어, 응급처치, 중환자케어, 엑스레이 및 초음파 진료,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완료하였음. 

⧠ 이로 인해 베트남의 병원 위생이 전반적으로 증진되었고, 병원 감염

율이 감소하였으며,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과 신생아 사망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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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본의 베트남 국가전염병관리본부 역량강화 프로젝트22)

⧠ 일본은 베트남에서 주로 1) 경제성장 및 인프라, 2) 환경, 3) 거버넌

스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바, 보건 분야에 대한 ODA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보건 분야에서는 소외지역에 대한 보건 인프라 확충 사업과 질병관

리 역량강화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대표적으로 2006년에 시작된 일본의 베트남 일본 질병관리본부

(National Institute of Hygiene and Epidemiology) 역량강화 

및 전염성 질병 관리 지원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 베트남에서 2003년에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연달아 발생하자, 베트남의 질병관리본

부는 질병확산과 피해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 특히 2006년 조류독감으로 베트남에서는 40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였음.

○ 조류독감 퇴치 과정에서 대규모 닭들이 살상되어 베트남의 소규

모 농가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 일본은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주도로 추후 전염병 발병에 대한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베트남 질병관리 본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22) JICA 홈페이지 (2015.12.18)



122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 2006년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에 전염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시설, 특히, 생물안전도 3등급(Biosafety Level 3)23) 의 연구

시설의 설립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기술 협력의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 2010년에 종결되었음.

○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당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BSL-3 실험실에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항

바이러스제의 공급을 결정하는 일인데, 2006년 조류독감 발생당

시 베트남에는 BSL-3 등급의 실험시설이 전무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했음. 

○ 이에 일본은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전염병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실험실 구축, 생물 안전 관련 규제 및 시스템 수립, 

그리고 실험실의 체계적은 관리시스템 수립 등을 지원함. 

○ 고위험 병원균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전되었음. 

⧠ 본 프로젝트의 장비와 설비는 무상원조를 통해 제공되었고, 실험 기

술 및 안전교육은 기술협력의 형태로 진행되었음. 

  ③ 세계은행의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젝트

⧠ 세계은행의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젝트는,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현

황 및 수혜자,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경영정보

23) 생물안전도 등급이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으로, 감염성 바이러스 및 생물
체를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 개발, 실험, 진단 등의 
실험실 설비를 등급별로 규정해 놓은 것임. 설비 등급 외에도 단독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규칙, 작업시 경고등 표시 의무 등의 규정도 포함됨. 총 4단계 즉 BL1, BL2. BL3, 
BL4 로 분류하며 BL3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임. (출처: WHO, Laboratory Biosafey 
Manual, 외교통상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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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궁극적

으로 통합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지원 분야는 △ 사회보장 및 빈곤 감축 시스템 강화, △ 통합적

인 사회보장프로그램 구축,  △ 정책시행 및 관리 역량강화 등 크게 

세 가지임.

○ 사회보장 및 빈곤감축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

보장제도 및 빈곤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는 바, 

2015년 인구 총조사에서 세계은행의 주도로 사회보장제도 수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설문조사가 진행됨. 

○ 사회보장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

스템이 현재 구축 단계임. 

○ 또한 정책 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네 개 주 (Ha Giang, 

Than Nam, Tra Vinh, Lam Dong)에서 통합적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음. 

⧠ 동 사업은 2018년까지 사회보장제도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국

적인 신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수혜지역 확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래 표 <표 3-13>과 같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꾸준한 성과지

표 관리를 통해 2018년까지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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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중간성과 지표

  ④ 미국의 베트남 장애인 지원 사업 사례 

⧠ 미국의 2014-2018 베트남 국가협력개발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소

외계층을 위한 기회 확충”임.

○ 이는 베트남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지원계획의 일

환임. 

⧠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은 기존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발전 및 확대시켜 2015년부터 대규모로 베트남의 장애인 지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1989년부터 베트남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 지원사업은 단순 물자 (휠체어, 생활 

보조금 등)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신규 베트남 장애인 지원사업은 1) 물리치료, 직업 교육, 언어치료 

제공, 2) 치료역량 강화, 3) 장애인 관련 정책 역량강화 등 크게 세가

지표 초기(2014) 현재(2015) 목표(2018)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무함
임시 데이터 베이스 
구축 (1단계 완료)

경영정보서비스에 
기반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신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매뉴얼 시스템 초기 현황 파악 완료
전국적으로 자동화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수혜지역 확장 0 0 75%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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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성됨.

○ 물리치료와 직업교육, 언어치료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참

여에 필수적인 바,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교육환경 제공,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배정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강화 등이 주로 지원됨. 

○ 또한 치료인력에 대한 훈련, 지역단위로 필수 치료설비 지급. 그

리고 치료의 질과 양 제고를 위한 정책강화도 지원됨.

○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협회와 후견인협회를 후원

하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 수립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함. 

나. 미얀마

⧠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는 2012년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가 완화된 후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오윤아, 2015).

○ 미얀마는 1990년대 초부터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

고, 오랜 기간 낮은 투자,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 불안정한 거시

지표로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했음.

○ 2011년 3월 집권한 우떼인세인 대통령의 미얀마 정부가 정치자

유화와 경제개혁을 선언하면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교류가 시작되었음.

○ 2012년 이전까지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는 미미한 수준이었으

나, 경제제재 완화와 함께 2013년과 2014년에 원조가 급격히 늘

어나 미얀마는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시아 최대 수원국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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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는 보건시스템의 부재, 의료시설의 낙후, 의료인력 부족 등으

로 인해  보건 분야 개발 수요가 높아 보건 분야 ODA도 크게 증가

하였음. 

○ 오랜 경제악화로 2011년 기준 미얀마 국민의 4분의 1이 빈곤층

이며, 보건의료 시스템 및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하며, 보건 시설

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2013년 국제원조 재개와 함께 보건 분야에 대한 원조도 크게 증

가하여, 2014년 기준  보건 분야에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수원

하였음. 

⧠ 아직까지 미얀마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ODA는 경제 인프라 및 사

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ODA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적으

로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ODA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은 미얀마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미얀

마의 최대 공여국이며 보건복지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일본은 경제제재 완화 이전인 2001~2012년에도 꾸준히 미얀마

에 개발 원조를 제공하였음. 

○ 일본은 주로 기술지원, 병원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 등의 단기

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단기프로젝트 외에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등 미얀마의 주요 감

염성질병 관리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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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경제제재 완화 이전에는 주로 전염병 확산 방

지를 위한 기금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12년 이후 프로젝

트와 예산지원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 보건복지분야를 지

원하고 있음. 

○ 2009-2010년까지 미국은 미얀마 에이즈 퇴치에 집중적으로 지

원하였고, EU 국가들은 기초보건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 

〈표 3-14〉 2009-2010 미얀마의 주요 ODA 사업

⧠ 본 절에서는 일본의 미얀마 원조 사업 중 대표적인 주요 감염성질병 

관리 프로젝트와  미국의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음. 

 
 

공여국 및 공여기관 연도 사업분야 금액 (백만 달러)

영국 2010 전염성질환 관리 27.72

영국 2009 전염성질환 관리 25.30

Global Fund 2010
성병 관리 프로젝트
(에이즈, 매독 등)

22.62

Global Fund 2010 말라리아 관리 16.57

Global Fund 2010 결핵관리 13.91

EU Institutions 2009 전염성질환 관리 12.07

Global Fund 2010
성병 관리 프로젝트
(에이즈, 매독 등)

10.99

자료: WHO (201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to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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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본의 주요 감염성질병 관리 프로젝트(Maj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Project) 

⧠ 미얀마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 이들 

감염성질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2012년 기준 미얀마의 HIV 감염자는 전체 인구의 약 0.6 %로 추

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약 1.3 %이

며(Ministry of Health, 2013), 결핵 유병률은 2010년 기준 인

구 10만 명당 600만 명 이상임((Ministry of Health, 2010).

○ 인구의 70% 이상이 말라리아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미얀마에서 

말라리아는 미얀마 전체 사망원인중 약 3.1%를 차지하고 있음

((Ministry of Health, 2013)

○ 미얀마 정부는 “국가 보건계획 2006-2010 (National Health 

Plan)” 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우선해결 과제로 명시

하였음. 

⧠ 일본의 주요 감염성질병 관리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2005년에 시작되어 2012년에 종료되었

고, 2단계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시작되어 2015년에 종료되었음

(JICA 홈페이지, 2015).

⧠ 1단계 주요 감염성 질환 프로젝트는 총 8억 엔 규모의 대형 프로젝

트로, 세개 질병의 주요 관리 지역과 관리 방법을 다르게 하여 진행

되었음.

○ 에이즈관리는 미얀마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혈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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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이즈 예방의 핵심인 바, 혈액 검사 및 취급시 필요한 기술지

원,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정보 교육, 헌혈자 등록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함(JICA 홈페이지, 2015; 권순만·김태현, 2014).

○ 결핵관리는 양곤과 만달레이 주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국가

결핵퇴치프로그램과 협력하여 DOTS(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요법을 개발하여 결핵 진단 및 치료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고, 결핵관련 연구 기술 지

원과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보건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음.

○ 말라리아관리는 바고관구, 마구웨이구, 라카인 주에서 진행되었

는데, 마을에서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였음. 

⧠ 일본의 1단계 주요감염성 질환 프로젝트에 힘입어 미얀마에서는 혈

액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전국적인 결핵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말라

리아 백신 패키지가 개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이후 일본과 미얀마 정부는 향후 전염성질병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1단계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2012년부터 2단계 주요 감염성 질환 프로

젝트를 시작함.

⧠ 2단계 주요 감염성 질환 프로젝트는 1단계 프로젝트의 대상지역 확

대와 사업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권순

만·김태현, 2014).

○ 에이즈관리의 경우, 헌혈자 등록 시스템의 확산과 에이즈 관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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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결핵관리는 1단계에서 개발한 결핵 백신개발 프로그램을 전국단

위로 활성화 하고, 결핵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역량강화, 

검사체계 효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말라리아관리는 지역사회의 말라리아 예방 역량강화와 국가말라

리아 백신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함.  

 

  ② 미국의 모자보건사업

⧠ 미얀마의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13년 기준 1,000명당 62명

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모성사망

률도 100,000명당 200명으로 높은 편임(WHO, 2015).

⧠ 미국은  미얀마의 모자보건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 “Survive 

and Thrive, and Helping Babies Breath” 라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시작함(USAID, 2015).

○ 이 사업은 미국국제개발처인 USAID의 주도로, 민간기업인 존슨

앤존슨과 공공기관인 미국소아과학회, 미국간호사조산사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임.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미얀마 보건부에 대한 정책 컨설팅, 임산부의 

감염 및 영양실조 예방, 출산과정의 위생, 산후관리 지원 등이 있음

(USAI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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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 보건분야 및 사회보장분야 

ODA는 증가추세임. 

⧠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ODA가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시작되는 SDG의 핵심 기조중 하나가 지속적·포용적 성

장 및 불평등 완화인 바, 사회안전망에 대한 ODA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수원국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중저

소득국에서 사회보장분야 ODA에 대한 수요가 큼.

○ 중저소득국가들은 대부분 기초 교육 및 기초 보건에서 MDGs 목

표를 달성하였고, Post-MDGs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사회보장 분야 ODA 특성상 단기 프로젝트나 연수생 초청 등의 사

업 형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장기 정책컨설팅 또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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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 분야

1. 보건 분야 현황

⧠ 보건의료 ODA 규모는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

○ 보건의료 ODA 규모는 2005년 88.6백만 달러에서 2013년 

306.9백만 달러로 약 3.5배 증가하였음.

－ 일반보건은 2013년 기준 251.3백만 달러이고, 기초보건은 

55.6백만 달러임.

－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와 

2013년도에 가장 규모가 큼.

○ 식수와 위생분야도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

로 365.2백만 달러로서 2005년에 비해 3.6배 증가하였음.

<표 4-1> 한국의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https://data.oecd.org/(2015.12.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건 의료 88.6 38.5 110.7 238.2 150.1 131.3 158.8 187.6 306.9

보건일반 31.7 8.1 15.9 92.6 70.2 80.6 118.6 86.7 251.3

기초보건 57.9 30.4 94.8 145.6 79.9 50.7 40.2 100.9 55.6

식수 및 위생 101.5 80.7 74.5 269.7 70.7 283.1 172.1 187.3 365.2

한국 보건복지분야 O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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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단체개요

○ KOICA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무상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대한민국과 개

발도상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KOICA의 무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15년간 큰 폭으로 증가

○ 2000년 무상개발원조는 51,276백만 원에서 2014년 580,550백

만 원으로 11.3배 증가

○ 보건부문은 2000년 7,702백만 원에서 2014년 97,082백만 원

으로 12.6배 증가

⧠ KOICA 전체 개발원조사업 중 보건부문은 2014년 기준으로 

16.7%를 차지하여 교육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임.

○ 2014년 기준 무상개발원조사업 규모는 교육부문이 가장 높은 

23.7%를 차지하고, 보건 16.7%, 공공행정 16.5%, 농림수산 

14.6%, 산업에너지 14.2% 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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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KOICA의 부문별 ODA 규모

(단위: 백만 원, %)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0.)

⧠ ‘92년 이후 KOICA의 보건의료부문의 사업건수는 총 461건으로 

그 중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이 180건으로 39.0%를 차지

○ 총 보건의료사업 중 식수 및 위생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 71건, 의

연도 보건 교육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긴급구호 기타 소계

2000
금액 7,702 17,182 7,253 3,517 5,591 546 9,486 51,276 
비율 15.02 33.51 14.14 6.86 10.9 1.07 18.5 100

2001
금액 10,432 13,046 9,274 4,968 4,544 16,761 10,693 69,718 
비율 14.96 18.71 13.3 7.13 6.52 24.04 15.34 100

2002
금액 10,857 15,130 23,246 7,287 8,436 1,216 11,493 77,664 
비율 13.98 19.48 29.93 9.38 10.86 1.57 14.8 100

2003
금액 19,877 38,907 43,667 10,857 11,078 8,331 15,182 147,900 
비율 13.44 26.31 29.52 7.34 7.49 5.63 10.27 100

2004
금액 22,183 58,393 61,080 12,668 15,074 14,653 19,356 203,408 
비율 10.91 28.71 30.03 6.23 7.41 7.2 9.52 100

2005
금액 45,016 51,378 33,999 10,577 23,122 31,259 19,770 215,120 
비율 20.93 23.88 15.8 4.92 10.75 14.53 9.19 100

2006
금액 25,876 39,609 46,522 8,815 25,995 16,341 21,723 184,881 
비율 14 21.42 25.16 4.77 14.06 8.84 11.75 100

2007
금액 40,049 60,676 61,658 14,062 33,944 10,966 29,730 251,086 
비율 15.95 24.17 24.56 5.6 13.52 4.37 11.84 100

2008
금액 59,485 66,127 61,350 26,929 32,887 18,780 39,983 305,541 
비율 19.47 21.64 20.08 8.81 10.76 6.15 13.09 100

2009
금액 78,014 87,338 51,852 39,670 28,628 21,887 48,359 355,747 
비율 21.93 24.55 14.58 11.15 8.05 6.15 13.59 100

2010
금액 90,876 95,790 130,722 55,010 77,200 18,399 56,733 524,731 
비율 17.32 18.26 24.91 10.48 14.71 3.51 10.81 100

2011
금액 58,434 110,872 73,530 43,390 61,734 25,885 77,995 451,840 
비율 12.93 24.54 16.27 9.6 13.66 5.73 17.26 100

2012
금액 80,683 133,317 73,319 65,236 67,436 2,230 79,117 501,338 
비율 16.09 26.59 14.62 13.01 13.45 0.44 15.78 100

2013
금액 81,876 153,539 75,200 72,309 79,945 1,245 58,670 522,783 
비율 15.66 29.37 14.38 13.83 15.29 0.24 11.22 100

2014
금액 97,082 138,007 95,499 85,284 82,622 13,879 68,179 580,550 
비율 16.72 23.77 16.45 14.69 14.23 2.39 11.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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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력량강화사업이 55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 40건을 

차지하고 있음.

<표 4-3> KOICA의 시기별 보건의료사업 건수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0.)

⧠ KOICA의 통계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92~’99) KOICA의 총 

보건의료 ODA의 사업건수는 77건임.

○ 90년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업은 보건소, 병원, 의료센터 

등 보건시설의 설립 및 개선사업임.

○ 식수 및 위생사업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건의 

사업을 실행하였음.

○ 이 기간 동안의 사업은 그 이후에 비해 다양성이 떨어지며 프로그

램형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를 이룸.

⧠ '00~'09년의 KOICA 사업은 '90년대의 보건 ODA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

○ 전체 보건의료사업의 수는 전 시기(‘92~’99) 70건에서 223건으

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전 시기(‘92~’99)와 마찬가지로 보건시설의 설립 및 개선사업이 

기간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

식수 및 
위생

감염관리
의료인력
역량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지역보건
강화

사전조사 기타 총계

‘92∼’99 49 10 4 - 4 - 3 7 77

‘00∼’09 109 29 13 10 21 11 - 30 223

‘10∼’13 22 32 10 45 15 13 - 24 161

합계 180 71 27 55 40 24 3 6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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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식수 및 위생이 29

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 전 시기(‘92~’99)에 비해 5.2배 증

가하여 총 21건이 수행되었음.

－ 모자보건사업에는 피임 등 생식보건을 포함, 그 범위가 넓음.

－ 보건분야에서 모자보건사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제 3세계에

서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시급한 보건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

임. UN의 MDGs에서도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

표로 설정되어 있음.

－ 또한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질병의 사회적 비용이 높

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이므로 비용대비 효

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제 3세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서비

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설, 인력을 요구하는 만성질환

자와 급성기 질환자의 치료보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백

신 접종과 안전한 출산 등임.

○ 전 시기에 비해 의료인역량강화, 지역보건강화 등 사업이 다양

해 짐.

⧠ ‘10~’13년도의 KOICA의 보건의료사업의 건수는 전체 161건으로 

보건시설의 건립 및 개선이 전체 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

며, 두 번째로는 식수 및 위생 사업임.

○ 지난 10년('00~'09)에 비해 식수 및 위생사업과 모자보건 및 가

족계획 사업이 크게 중가하였음.

○ 지역보건 및 기초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사업도 최근 3년(‘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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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10년간의 건수와 같았음.

⧠ 연도별 KOICA의 보건의료 사업건수

○ KOICA의 년도별 보건의료 ODA사업건수는 ‘92년 사업을 시작

한 이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04~’08년 시기와 ‘11~’13년 시기에 사업이 가장 많이 상

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가장 많은 보건사업건수인 47건임.

<표 4-4> KOICA의 연도별 보건의료사업 건수

주: 총계는 461건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0.)

⧠ 보건시설건립 및 개선 현황

○ KOICA에서 수행된 180건의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은 주오 병원 

건립이 주를 이룸.

○ 최근에는 ‘베트남 중부지력 종합병원건립사업’은 등 3차병원 등 

종합병원 건립이 많음.

○ 종합병원 외에도 아동병원, 안과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설립도 활

발한 편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1 2 3 14 17 17 9 14 8 12 16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7 13 20 26 33 41 37 41 33 4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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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KOICA의 보건시설건립 및 개선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8.)

⧠ 식수 및 위생

○ KOICA에서 식수 및 위생사업으로 총 71건이 실행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단순한 식수공급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안전

한 물공급이 유발하는 다양한 효과를 주목하는 사업이 점차 증대

○ 위생적인 물공급이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

면 수인성 전염병의 감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기획되

고 실행되고 있음.

국가 연혁 사업명

나이지리아 2010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라오스 2010-2011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베트남 2010-2012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에콰도르 2014 에콰도르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엘살바도르
2010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2013-2014 엘살바도르 한-엘 의료센터 건립사업

카메룬 2010-2014 카메룬 국립응급 의료센터 건립사업

콜롬비아 2010-2014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

파라과이 2011-2013 파라과이 산뻬드로 종합병원 건립사업

팔레스타인 2013-2014 팔레스타인 국립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 설립사업

페루 2010 리마 도스데마요국립병원 검진기능 개선

캄보디아
2012 캄보디아 안과전문병원 설립사업

2004-2006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사업

파키스탄 2012 파키스탄 물탄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볼리비아
2014 볼리비아 엘알또 한국병원 지원사업

2014 볼리비아 베니주 3차 병원건립 및 1,2차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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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KOICA의 식수 및 위생사업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8.)

⧠ 의료인력 역량강화

○ KOICA에서 수행된 55건의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은 사업의 주

요 목적이 인력의 역량강화에만 주안점을 둠.

○ KOICA의 여타 보건의료사업에도 그 세부사업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 보건의료사업에서 의료인력

에 대한 역량강화 활동은 상당히 많은 편임.

○ 병원에 근무자 외에도 전염병연구소, 지방진료소 등 다양한 기관

에 종사하는 인력교육이 행해지고 있음.

국가 연혁 사업명

가나 2011-2014 가나 볼타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동티모르 2010-2013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

라오스 2010-2012 라오스 캄무안주 셋방파이군 상수도 공급 및 위생개선사업

세네갈 2012-2014 세네갈 식수개발사업

요르단 2010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라크 2014 이라크 KRG 도훅 식수공급개선사업

케냐 2012 케냐 Awendo 지역 식수개발사업

코트디부아르 2014 코트디부아르 도시지역 식수공급사업

파키스탄 2012-2014 파키스탄 펀잡지역 식수공급사업

베트남
2010 베트남 끼엔장성 우밍 및 빙빙남지역 식수개발사업

2009-2012 베트남 부온호 지역 식수공급 시스템 확장 및 개선사업

볼리비아 2011 볼리비아 과라요스지역 상수도 시설 구축사업

콩고민주공화국 2012 DR콩고 이디오파 식수 및 위생개선사업

과테말라 2013 콰테말라 웨웨떼낭고주 식수공급 확대사업

에티오피아 2013 에티오피아 SNNPR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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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KOICA의 의료인력 역량강화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8.)

⧠ 감염관리

○ KOICA에서 수행된 27건의 감염관리 사업은 결핵과 AIDS 사업

뿐만 아니라 뇌수막염, 기생충, 주혈흡충증 등 열대소외 질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 , ‘전염병 검사 및 관리 역

량강화사업’등은 질환퇴치를 위한 연구소와 규제기관의 기능강

화를 통해 장기적인 사업효과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형 사업임. 

국가 연혁 사업명

과테말라
2010-2012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

2013-2014 과테말라 웨웨떼낭고주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2011-2014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

볼리비아 2010-2014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에콰도르 2014 에콰도르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짐바브웨 2008 블라와요시 남부지역병원 의료역량강화사업

캄보디아
2010-2013 캄보디나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2011-2015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역량강화사업

코트디부아르 2009-2010 코트디부아르 부롤리 궤양 치료를 위한 지방진료소 역량강화사업

파라과이 2014 파라과이 산빠블로 모자병원 역량강화사업

페루
2014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2014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방글라데시 2014 안질환 예방 및 치료역량강화사업

라오스 2014 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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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KOICA의 감염관리사업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 (2015.12.18.)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KOICA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으로 40건의 사업을 수행하

였음.

○ 수행된 대부분의 사업의 내용에는 모자보건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에는 ‘라오스 통합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과 

같이 모자보건사업에 소아과 의료인력의 역량강화가 함께 제공되

고 있음.

국가 연혁 사업명

니제르 2008-2011 니제르 뇌수막염 감시 및 퇴치역량강화

동티모르 2014 동티모르 결핵진단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엘살바도르 2007 전염병 검사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우즈베키스탄 2009-2014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

DR 콩고 2012-2014 DR콩고 반두둔주 5개보건구역 말라리아 퇴치 및 역량강화사업

필리핀

2012-2014 필리핀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

2008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2010-2011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국 2000-2004 한-중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나이지리아 2008-2009 나이지리아 베누주 등 6개지역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수단 2011-2014 수단 주혈흡충증 퇴치사업/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에티오피아 2011-2014 아디스아바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미얀마 2012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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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KOICA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2015.12.18.)

⧠ 지역보건 강화

○ KOICA에서 수행된 지역보건강화사업은 초기에는 단순한 보건

소 및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단계였음.

○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지원사업’과 같이 최근에

는 건축 외에도 의료인력의 임상적인 역량강화, 보건소 운영능력 

강화,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음.

○ 즉, 초기에는 건축과 장비 중심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후기에는 

운영능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발전

하고 있음.

국가 연혁 사업명

에티오피아 2009-2010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파라과이
2008-2010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2014 파라과이 산빠블로 모자보건병원 역량강화사업

과테말라

2008-2009 과테말라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2010-2012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2013-2014 과테말라 웨웨떼낭고주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

라오스 2013-2014 라오스 통합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볼리비아 2007-2008 볼리비아 엘알또 지역 모자보건서비스 개선사업

에콰도르 2001-2005 에콰도르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잠비아
2007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2008-2009 잠비아 루사카주 총궤군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짐바브웨 2007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케냐 2008-2010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탄자니아 2014 탄자니아 차니카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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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KOICA의 지역보건강화사업 현황

자료: KOICA, http://stat.koica.go.kr/(2015.12.18.)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 단체개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근거하여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

으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

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역별 ODA 현황

○ 2006~2013년 동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전체 ODA지원금

은 극동아시아 지역이 16.8백만 달러로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두 번째로는  사하라이남지역이 6.6백만 달러, 그리고 세 

번째로 서남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 규모는 4.0백만 달러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2013년 기준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국가 연혁 사업명

에콰도르
2007-2008 산로렌조시 기초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

2001-2013 에콰도르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이라크 2008-2009 남부지역 기초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동진료팀 구축

팔레스타인 2009-2011 팔레스타인 제닌지역 기초보건서비스 강화사업

콜롬비아 2009-2011 콜롬비아 쵸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사업

탄자니아 2008-2012 탄자니아 다레사람 지역보건소 진단능력 강화사업

요르단 2005-2007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파푸아뉴기니 2010-2015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지원사업

네팔 2011-2014 네팔 티까풀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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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7.3백만 달러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하라이남지역이 3.4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하였음.

○ 2013년도 기준으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

은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였으며, 사하라이남 지역은 남수단, 

탄자니아 순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음. 

<표 4-11> 지역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http://211.171.208.92/)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별 ODA 현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크게 9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

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

구호 보건의료지원사업, 이종욱 기념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 홍

보‧조사 연구사업, 국제보건의료 의원협력사업 등이 있음.

○ 개도국개발협력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

음으로는 북한지원사업, 의료자원지원사업 순으로 지원되었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극동아시아 - 0.24 0.24 0.14 1.81 1.22 5.90 7.34 16.89

남아메리카 - - - - - 0.14 0.73 0.87

사하라이남 0.01 0.26 0.07 0.09 0.94 0.59 1.19 3.45 6.6

서남 및 중앙아시아 0.22 0.09 0.08 0.24 0.61 1.12 1.00 0.71 4.07

중동 0.00 - - - - - - - -

중앙 및 북아메리카 - - - - - - 0.05 0.05

그외 1.32 - 0.21 0.39 1.50 - - - 3.42

합계 1.55 0.59 0.6 0.89 4.86 3.07 8.14 12.2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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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이

종욱기념사업 등이 있음.

<표 4-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별 ODA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http://kofih.org/hboard3/alio/pop_goin_list_new.php?loc=
C0379&sloc=31501&vvv=JUNG (2015.12.1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아프리카 ODA 사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아프리카 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탄자

니아와 에디오피아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탄자니아는 2007년 ‘잔지바르/펨바 지역 기생충 관리’ 사업을 시

작으로 최근까지 9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에디오피아는 3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최근 2014년에 ‘에티

오피아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을 수행하였음.

사업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10.021 7.947 10.120 17.135 11.684 19,654

북한 지원사업 2.333 2.333 1.379 537 525 4.230

재외동포 지원사업 349 349 357 425 469 491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285 285 178 318 1.751 377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 702 702 3.237 160 325 215

이종욱 기념사업 294 294 231 286 223 338

의료자원 지원사업 983 983 872 853 1.185 1.506

홍보, 조사연구사업 550 550 370 569 596 777

의원협력사업 - - - - 147 250

총계 3,175.354 3,173.280 2,022.736 3,165.135 2,299.620 2,21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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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나라별 ODA 현황: 아프리카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http://www.kofih.org/hboard3/major/ (2012.12.1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아시아 ODA 사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아시아지역 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라

오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에 사업을 많이 수행하였음.

○ 라오스는 2007년 ‘비엔티엔/사바다켓/사라반 지역 기생충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9개 사업을 수행하였음.

○  베트남은 4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2012년에 ‘벤쩨 종합병원 

건립 컨설팅사업’을 수행하였음.

국가 시작년도 사업명

탄자니아

2013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
2013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사업
2011 잔비부 운구자섬 대상 기생충관리 사업
2010 탄자니아 펨바섬, 운구자섬 대상 기생충 관리
2010 툼비병원 내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통한 모자보건 증진
2009 프와니 지역 모자보건증진 사업 : 모자보건센터 신축 및 개보수
2009 펨바섬/운구자섬 기생충 감염 조사 및 구충제 집단 투여 등
2008 운구자지역 기생충 관리
2007 잔지바르/펨바 지역 기생충 관리

에리트리아 2007 고다이프지역병원 의약품 지원

에티오피아
2014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2010 NGO협력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지원
2008 명성기독병원 이동클리닉 지원

세네갈 2010 NGO 어린이 및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짐바브웨 2010 NGO 모자보건 사업
남수단 2013 남수단 모자보건 증진, 결핵관리 및 의과대학병원 지원사업
가나 2013 가나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호호이, 크라치)

모잠비크 2014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잠베지아 주 켈리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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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나라별 ODA 현황: 아시아 및 남미

지역 국가 연혁 사업명

아
시
아

라오스

2010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증진 사업
2011 시엥쿠앙도 및 루앙프라방도 대상 기생충 관리
2010  참파삭 도 콩 섬 및 비엔티엔 인근 남근지역 대상 기생충 관리
2010 시엥쿠앙도 도, 후아판 도 내 식수위생 등 환경개선
2009 라오스 비엔티엔 보건소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지원
2009 캄무안/사라반 지역 기생충 감염 조사 등 관리
2008 10개군 기생충 관리
2008 북부 우돔사이 지역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지원
2007 비엔티엔/사바다켓/사라반 지역 기생충 관리

캄보디아
2012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
2011 캄보디아 바탐방도 조산사 역량강화 사업
2010 NGO 식수개발 및 보건위생 사업

필리핀
2014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2단계 
2011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1단계 
2010 필리핀 결핵 및 영양관리 - 민간단체 협력사업 

미얀마 2013 미얀마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양곤)

베트남

2014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

2013
제주한라대산학협력단 베트남 중부지역병원 간호사 역량강화 및 주민
건강 예방교육

2013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닥농)
2012 벤쩨 종합병원 건립 컨설팅

인도네시아 2012 인도네시아-필리핀 난민 결핵관리 프로젝트

스리랑카
2012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사업(탕갈레)
2010 탕갈레 병원 응급의료체계강화사업
2007 아비사웰라 병원 응급의료체계강화사업

우즈베키스탄

2014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 연계사업
2011  우즈베키스탄 심장수술센터 컨설팅사업
2010 타슈켄트 주 내 메디컬소셜센터 건립을 통한 모자보건 증진
2009 메디컬소셜센터 기능강화사업:모자보건센터신축 및 의료기기지원
2009  구순구개열 어린이 수술 지원
2008 소글롬 아블로드 우춘재단 이동클리닉 지원
2007 우르타치르칙 아동병원 현대화

파키스탄 2007 응급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구급차량 지원
몽골 2009 심장병 어린이 초청 수술 지원

중국
2013 연변지역 모자보건 인적역량 강화 지원
2012 연변지역 모자보건 지원

남미 볼리비아 2013 볼리비아 모자보건 증진사업(코차밤바)

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http://www.kofih.org/hboard3/major/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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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분야별 ODA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의 ODA통계결과에 따르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의 ODA사업분야에서 프로젝트원조 사업이 20백만 달러로 지

원금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도국 유학생 연수가 약 7백

만 달러로 높았음.

○ 유학생연수사업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프

로젝트 원조는 2008년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

  

<표 4-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부문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http://211.171.208.92/)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DCF의 유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15년간 큰 폭으로 증가

○ 2000년 유상개발원조는 242,761백만 원에서 2014년 1,413,759

백만 원으로 5.8배 증가

○ 보건부문은 2000년 53,895백만 원에서 2014년 188,641백만 

원으로 3.5배 증가

사업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NGO, PPP지원프로그램 0.42 0.42

개도국 유학생 연수 0.61 2.65 3.70 6.96

기술협력 1.02 0.70 1.72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0.14 0.14

프로젝트 원조 0.54 0.48 3.36 1.63 5.49 8.53 20.03

행정비용 0.11 0.06 0.17

기타 0.06 0.29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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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전체 개발원조사업 중 보건부문은 2014년 기준으로 13.4%

를 차지하고, 수자원 및 위생이 15.9%를 차지하여 교통부문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4년 기준 유상개발원조사업 규모는 교통이 가장 높은 58.3%

를 차지하고, 수자원 및 위생 15.9%, 보건 13.4%, 농수임 3.6% 

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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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EDCF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2000~2014) 무상

원조규모는 수자원 및 위생에 1,891,280백만 원, 보건부문에 

1,208,867백만 원임.

○ 지난 15년 중 2013년도에 199,061백만 원으로 가장 지출이 많

았으며, 2014년은 188,641백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한 해임.

○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10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

으며 수자원 및 위생부문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EDCF의 지역별 사업현황

○ 1987~2014년까지 EDCF의 지역별 사업승인금액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프리

카는 20.8%로 두 번째로 높았음.

○ 특히 아시아지역은 2013년 849,225백만 원에서 2014년 

1,058,317백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4-17> 지역별 EDCF 사업현황(1987~2014): 보건 & 수자원 및 위생

(단위: 백만 원) 

자료: EDCF,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
04002001001. (2015.12.5.)

지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대양주 합계

규모 7,766,634 427,314 2,426,045 724,620 285,550 16,102 11,646,265 

비중 66.7% 3.7% 20.8% 6.2% 2.5%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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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의 국가별 사업현황

○ 국가별 사업승인액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2,266,268백만 원이었

으며,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순으로 아시아 지

역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음.

○ 아프리카 지역은 탄자니아가 502,026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

며, 모잠비크가 2위였음.

○ EDCF의 보건관련 사업으로는 종합병원 건립 및 개선 사업, 의료

기자재 공급이 가장 많았으며 식수 및 위생과 관련된 사업은 상수

도 및 하수처리사업과 폐수와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룸.

<표 4-18> 국가별 EDCF 사업현황(1987~2014): 보건 & 수자원 및 위생           

(단위: 백만 원)

자료: EDCF,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
04002001001. (2015.12.5.)

2. 사업평가

⧠ 개발원조 규모의 증가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전 세계 160개 국가 지도자들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에서 원조효과성 강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원칙을 채택하

국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규모 2,266,268 946,570 755,317 669,716 652,544 

국가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미얀마 모잠비크 파키스탄 

규모 604,506 502,026 452,873 389,689 3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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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박수경, 2011).

○ 그러나 한국의 전체 ODA 사업 중 평가(Evaluation)가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은 매우 저조하며, 평가도 주로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임.

○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의 평가부서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0억원이며,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한국은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사업에 대한 평

가를 총괄하고 있으며, KOICA과 수출입은행 등 사업수행기관에서

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산하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이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평가원칙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이에 ODA사업 시행기관은 연간 평가실행계획과 자체 시행한 평

가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게 보고하고, 동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피드백을 줌.

○ 평가소위원회도 시행기관의 평가에 대한 재평가(메타평가) 및 부

문별(예, 보건의료, 교육 등) 통합평가를 실시함(국제개발협력위

원회, 2015).

⧠ 평가의 종류를 살펴보면, 평가대상에 따라 정책평가, 국별평가, 주

제별평가, 그리고 프로젝트평가가 있음.

○ 정책평가는 ODA 기본계획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국가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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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평가하며, 국별평가는 수원국에 수행된 사업전반을 공여

국의 국별지원전략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부합정도 등의 측면에서 

수행되는 평가임.

○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특정 분야 및 주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음(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표 4-19>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종류

구분 내 용

대
상

정책 및 전략평가: ODA 기본계획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국가 정책 및 전략을 평가 

국별 평가: 수원국에 수행된 사업전반을 공여국의 국별지원전략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부합정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

분야/주제별 평가: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특정 분야 및 주제에 대하여 
사업전반을 평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개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
기

사전평가: 사업기획단계에서 평가지표개발 및 계획수립(성과중심평가단계)

중간평가: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인 사업을 선별적으로 평가

종료평가: 사업종료시점에서 종료보고서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행. 사전평가의 
결과와 비교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성과중심평가단계)

사후평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뒤에 선별적 수행. 추후 유사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을 도출 

방
법

내부평가: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한 평가 (자기평가)

외부평가: 사업수행기관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평가

공동평가: 다수의 공여국과 관련기관(NGO, 수원국)이 공동으로 수행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 매뉴얼

⧠ 평가시기별로 살펴보면, 사업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평가와 

사업의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종료평가와 사후평가가 있음.

○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뒤에 선별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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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평가 있으며, 

외부평가는 사업수행기관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평가임.

⧠ ODA사업을 수행한 정부 부처의 자체 평가현황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39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2015년 

63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표 4-20> ODA 수행 부처의 자체평가 현황

구분 수행부처 사업명

2015년*

KOICA DR 콩고 에티오피아 식수 및 위생 개선사업 등 15건

EDCF 직업훈련원 분야 성과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평가 등 10건

그 외 부처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연수 등 38건

소계 63건

2014년

KOICA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위험관리 방안 연구 등 31건

EDCF 베트남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등 10건

국무조정실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연수(KDI) 등 10건

그 외 부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등 29건

소계 80건

2013년

KOICA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등 24건

EDCF 필리핀 국별지원 종합평가 등 10건

그 외 부처 개발경험공유(KSP) 사업 등 5건

소계 39건

   주: * 2015년은 계획임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5), 보고안건 17-1호, 2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4), 보고안건 14-1호

○ 평가대상별로 보면, KOICA와 EDCF는 프로젝트평가 외에도 정

책 및 국별, 주제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 외 부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평가에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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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평가기준으로는 적절성

(Relevance), 파급성(Impact),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있음(OECD, 1986).

○ 적절성(Relevance)은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overall goal)와 계

획하였던 목적(project purpose)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보건정

책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도로 측정됨.

－ 5대 평가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해당사업의 적절성

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평가점수는 높을 수가 없음

○ 두 번째 기준으로 파급성(Impact)은 사업의 산출물(output) 및 

결과물(outcome)이 장기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미친 인구사회

적인 영향을 말함.

－ 파급성은 사업 수행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효과이므

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causal effects)를 규명하기 쉽지 않음.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사업이 계획하였던 목적

(outcome)이 투입된 비용과는 상관없이 실제 달성한 정도를 말

함.

－ 5대 평가기준 중 효과성은 사업의 성과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임.

－ 파급성은 사업기간을 넘어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임에 

반해, 효과성은 사업기간 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사업의 효과

를 말함.

○ 효율성(Efficiency)은 사업이 투입한 비용 대비 달성한 산출물

(output)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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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원조사업의 경우 투입비용으로 예산과 사업기간을 

주로 고려함.

－ 산출물은 사업의 주요 활동(activities)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말함.

○ 지속성(Sustainability)은 본 사업 결과물(outputs)을 잘 유지하

고 관리(O&M: operation & maintenance)하여 사업의 목적

(objectives)이 사업의 종료 후에도 계속 지속하는 정도로 측정함.

<참고> 꽝지성 지역개발사업 영향평가 예시: 준실험-대조군 연구

사업이 달성한 장기적인 효과인 파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준실험-대

조군연구(quasi-experimental method)를 통해서 사업의 원인-결과관계

를 주로 규명한다. 사업의 대상자 및 대상지역(실험군)과 사회·인구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실험군의 사업전후의 효과에서 대조군

의 사업전후의 효과만큼을 차감함으로서 순수한 사업의 원인-결과효과를 도

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 꽝지성 A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

업을 5년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사업전에 비해 5년이 지난 사업 종료후의 

꽝지성 A마을의 실질평균소득이 10%증가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10% 소득

증가를 본 사업의 순수한 효과라고만 볼 수 있는가? 이 기간 동안 해당 소득

증대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여야 사업의 순수한 파급효과를 규명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꽝지성 A마을과 사회·인구적으로 유사한 꽝지성 내 B

마을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동기간(5년간)의 B마을의 소득증가 정도만큼을 

A마을의 소득증대효과에서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사업효과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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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성과관리메트릭스(PDM: Project Design Metrics)와 OECD 5대 평가기준

⧠ 평가절차 

○ 평가의 절차는 국내 사전준비 및 조사, 평가디자인, 데이터수집 

및 분석, 그리고 최종보고 순으로 진행

－ 사전준비 기간에는 PDM, 평가 매트릭스에 의거하여 각 사업

요소별 성과, 목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 

및 사업관리를 위한 평가용 Check Sheet 작성함.

－ 평가디자인단계에서는 OECD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파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평가메트

릭스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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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수집은 질문조사, 면접, 행정자료 및 문서자료 통계 

등을 활용하고, 데이터분석은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함.

〔그림 4-2〕 평가절차

⧠ 종합평가 점수 산정 사례

○ 종합평가의 최종결과는 일반적으로 4분위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으로 측정함

○ OECD 5대 평가지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5대 기준 

중 가장 근본적인 검토는 적절성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책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지를 먼저 평가함.

－ 적절한 사업이 실행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성 이후에 실시되며, 적절성 평가

전문가 

현지파견

국내 사전준비 및 조사

평가 디자인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보고

▪사전조사계획서
▪사전조사지
▪사전조사결과

▪평가개요
▪평가표
▪설문지 등 조사도
구

▪설문조사지
▪인터뷰 기록
▪행정자료 및 통계 
등

▪평가요약표

▪평가보고서

▪조사비용 책정

▪현지 조사 및 자문팀 선

정

▪이해관계자 선정

▪조사 및 설문대상자 확정

▪조사방법 확정

▪설문지 준비

▪조사 및 설문 수행

▪데이터분석 및 평가
보고 분석

<주요 결과물>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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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 혹은 B 등급을 받은 사업만이 미흡한 결과를 면할 수 

있음.

○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이후에 효율적인 실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

〔그림 4-3〕 평가사례

자료: Sasaki(2000)

⧠ 평가사례: 2014년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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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평가사례: 2014년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평가보고서

사업명 2014년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평가보고서
평가 
기간

 2014. 10 ∼ 12

사업 
배경

「2014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ECD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DAC) 기준에 따른 

근거기반 평가가 필요함 
사업 
내용

- 개최기간: 2014. 8. 24(일) - 2014. 8. 30(토) (6박7일) 
- 초청대상국 및 인원: 아세안 회원국 8개국 포함 총 15개국(29명) 

사업
시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평가
내용

◯ 본 사업의 평가는 DAC 5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적절성, 효과성/파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 각각의 기준별로 정성평가(결과보고서 평가 등)과 정량평가(참가자 만족도 설문조
사, 운영 실문자 자체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총점이 만점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 A등급(매우 우수), 
75% 이상인 경우에 B등급(우수)으로 평가함

평가 
방법

내용

정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평가 
적절성, 효과성/파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정량
평가

참가자(29명) 만족도 설문, 실무자(8명) 자체 평가설문을 이용한 평가
적절성, 효과성/파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종합평가 및 등급>

주: *보고서 정성평가와 실무자 자체평가: 매우 우수(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참가자 만족도 평가: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적정성 참가자 만족도 평가: 매우 우수(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지속가능성 참가자 만족도 평가: 예(1점), 아니오(0점)  

구분

정성

평가*

정량

평가
취득총점/만점

(취득총점/만점)*

100
등급

보고서
참가자 

만족도**

실무자

자체평가*

적절성*** 4.00 3.07 3.78 10.85/12 90.4% A
효과성/파급성 4.00 4.35 3.82 12.17/13 93.6% A
효율성 4.00 4.10 3.78 11.88/13 91.4% A
지속가능성**** 3.00 1.00 3.75 7.75/9 86.1% B
최종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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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사례(주제별평가):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표 4-22> 평가사례: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3. 보건부문 ODA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가. 문제점

⧠ 여전히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커 보건부문 ODA 사업 지

속성 확보와 종합적 기획의 어려움.

○ 대부분의 사업은 3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 사업으로 원조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업기간이 부족함.

－ 핵심적인 분야인 성생식모자보건, 소외열대질병 관리, 보건안

보 등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사업효

사 업 명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평가
기간

 2013

평가
내용

◯ 최근 4년간 수행된 기획재정부 및 수출입은행(EDCF), 외교부 및 한국국
제협력단 (KOICA),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보건분

야 ODA 전략과 체계, 사업내용을 평가대상함

평가
방법

◯ 문헌고찰, 메타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질적 조사, 대면델파이평가를 
사용함.

◯ 국내 담당자 초청 워크샵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 현지 사업지 방문(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터뷰, 해외 공여국 외교부 보건분야 담당관 초청 간담회

(덴마크, 일본)
평가발주

기관
국무조정실

평가시행
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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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의료시설 및 기자재 지원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원조 후 역량강화 및 운영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사

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기간이 부족함.

○ 단기형 사업으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 보건부문 ODA 사업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시설 건립 이후 수원국

의 상황, 지속 의지, 의료인력의 역량, 추가 재정적 지원 미비

로 인해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임.

－ 기존 연구들은 일회적, 단기적인 ODA 사업은 효과성이 낮다

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함. ODA 사업의 규모보다는 장기

적인 ODA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

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음(Lee and Lim, 2015).

○ 종합적인 보건부문 ODA 사업 기획 미흡 

－ 일회성, 단기성에 그치는 ODA 사업은 종합적인 보건 부문 

ODA 사업 기획 역량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건부문 ODA 사업 다양성 미비 

○ 보건부문 ODA 사업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식수 및 위생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전에 비해 의료인역량강화, 지역

보건강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다양화된 측면이 있긴 

하나, 여전히 이들 사업이 대다수임. 

○ 기존 보건부문 ODA 사업에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감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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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communicable diseases) 관리 사업과 더불어 비감염성질

환에 대한 ODA 사업 개발이 필요함. 이는 최근 국제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강조하는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에 대한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보건부문 ODA 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수원국 대상 수요조사 등

의 노력이 필요함.

⧠ ODA 사업 실행주체 간의 조화로운 원조 부족

○ KOICA와 KOFIH, EDCF에서 보건부문 ODA 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각 제공주체별 특색있는 ODA 사업이 이루어지기보

다 유사한 ODA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  모자보건 사업, 건강보험제도 관련 사업, 감염관리 사업들이 

KOICA와 KOFIH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수 및 위생 관련 

사업들이 KOICA와 EDCF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 ODA 사업주체 간 협력 및 조정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유무상 연계 지원을 통해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사업 실행 

과정에서의 상호 조정의 필요성이 큼.

⧠ 보건부문 ODA 사업 성과평가 미비 

○ 그동안 이루어진 보건부문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욕구

가 높음. 지금까지는 사업 전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파악

해 왔으나, 보건부문 분야별 ODA 사업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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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음.

－ ODA 사업 중 평가가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 역시 매우 낮음.

－ ODA 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낮음. KOICA와 

EDCF의 경우 평가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매우 낮음.

○ ODA 사업의 단순한 산출물(output) 뿐 아니라 ODA 사업을 통

한 성과(outcome)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보건시설 건립이라는 결과나 보건시설 이용 인원 수

와 같은 결과 뿐 아니라, 보건시설이 건립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의 증가 등가 같은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고려되어야 함.

○ 보건부문 중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해온 식수 및 위생사업 

및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비함.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ODA 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평

가를 시도한 국외 연구들은 상당수 있으나, 국내에서 지원된 

모자보건가족계획 관련 ODA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비함.

⧠ 보건분야 ODA의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부족

○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성과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사업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성과관리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투

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의 체계적인 전수를 위한 준비 부족

○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수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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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부족함.

○ 의료보험제도, 모자보건, 전염병관리 등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발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분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취약 

○ 민간 및 정부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제한적

이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애요소이

며, 정부의 조정역할과 의지의 부족이 제한 요소임.

○ 이윤 및 인도주의 등 주체간 상이한 가치를 단기간에 극복하려고 

하기 보다는 ODA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상

이한 가치들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향후방향

⧠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 생산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형 사

업 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개발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모델 개

발을 통해 나라별 DEEP형 사업 적용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최근 제 6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Universal Health Coverage

에 대한 강조 이후, 이에 대한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국내 국민건강보험체계를 기반으로 수원국의 기초의

료체계를 강화하는 ODA 사업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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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 보건프로그램 개발 참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국가보건전략 수립 

또는 세부분야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파리선언의 정신에 부합함

－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 연수 사업을 개발하여 국내 및 수원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이 적절함

－ 개별 보건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 적절함.

○ 일회성, 단기성에 그치는 하드웨어 지원 중심의 ODA 사업구조

에서 벗어나 인력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제도 설계 및 운

영, 거버넌스, 연구 및 평가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ODA 사

업을 강화

－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들은 보건시설 건립과 같이 일회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부터 인력 교육 및 훈

련, 평가에 이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함. 

 보건시설 건립 외에도, 의료인력 역량강화, 보건소 운영능력 

강화,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을 아우르는 최근의 ‘파푸아뉴기

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지원사업’은 프로그램형 사업의 

좋은 예로 제시할 수 있음. 

⧠ 나라별 보건분야 개발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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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석의 핵심은 수원국의 주도 하에 수립하고 추진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개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고 참

여할 수 있는 개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개발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분야 ODA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국

가별 보건분야 ODA 접근전략을 수립하여 각 ODA 사업 수행기

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보건분야 ODA 전략은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분석, 보

건산업, 보건정보, 인구 및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분석 등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함

○ 나라별 보건분야 개발 환경분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다양한 개발협력 실행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보건부문 ODA 사업 성과평가  

○ OECD에서 제시하는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보건부문 ODA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필요

○ 보건부문별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함. KOICA, KOFIH 등

을 통한 감염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이 실제 수원국의 모성사망

률, 영아사망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각 사업별 및 부문별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성과 지표가 우선 마

련되어야 함. ODA 사업 제공 주체, 관련 전문가, 수원국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성과 지표 도출을 위한 연구 역시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업주체 간 조화로운 ODA의 수행을 위

한 평가를 연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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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 분야

⧠ 본 절에서는 넓게 사회보장 혹은 사회정책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우리나라 ODA 사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 분야의 

ODA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의를 얻고자 함.

○ 아프리카 5개국 직업기술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베트남 실업급여 

정책 자문을 통해 해당 분야의 사업 배경과 내용, 과제를 살펴보

고자 함.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중 사회보장 분야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정책컨설팅의 가능

성을 진단해보고자 함.

1. 아프리카 5개국 직업기술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UNESCO 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사업 

  가. 사업 배경

⧠ 2010년이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교육부가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의 형태로 사업 실행 자금을 제공

○ 유네스코 본부는 BEAR 프로젝트 계획 당시, 아프리카 남부지역

에 직업기술교육 분야만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

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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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0년 3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교육장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꼽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

○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의 교육부는 유네스코 신탁기금(trust 

fund)의 형태로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프

로젝트 사업을 실행하기로 최종 결정

  나. 사업 구성

⧠ BEAR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남부지역의 5개국(보츠와나, 콩고민주

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의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를 위

한 사업으로 구성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한국 교

육부가 유네스코 신탁기금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유네스코 파리 본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수행 

파트너로서 사업 내용에 알맞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각국의 현

지 사업 코디네이터와 수원국의 정부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인 사

업을 운영하였음.

⧠ 유네스코는 BEAR 프로젝트를 3개의 결과물(Results)로 구성하였음.

○ Result 1은 노동시장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에 대

한 시범 적용, Result 2는 교사 훈련, Resutls 3은 관리정보체계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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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는 Result 1의 시범 적용 시작 시기에 맞추어 

Result 2와 3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지 사정 및 유네

스코 본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Result 1 사업이 종료된 후, 

Result 2와 Result 3 사업이 시작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은 BEAR 프로젝트의 전문 수행 

파트너로 선정되어 Reuslt1의 교육과정 개발과 시범 적용 부분의 

시행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

○ BEAR 프로젝트는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되는 다수의 국제개발협

력 사업에서는 드물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직능원이 사업 파

트너로 선정되어 유네스코의 주관 하에 실질적인 현장 사업을 수

행하였음.

○ 직능원은 국내에서 그 간 진행해온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연구와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유럽이나 북미의 연구기관과 민간 

컨설팅 업체가 독식하는 국제기구 현장 사업의 수행 파트너로서 

사업 경험을 축적하였음.

⧠ BEAR 프로젝트의 Result 1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국내의 

양자개발협력사업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사업 의사소통구조

(Communication Framework)를 지니고 있음(〔그림 4-4〕 참조).

○ BEAR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본부에서 

채용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P.C.: Project Coordinator)가 각

국의 유관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산업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파견된 한국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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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현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실행기관인 직능원은 5개 국가별로 책임연구원, 노동시장 분석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전문가, 위촉연구원 총 4인으로 국별 팀을 

조직하였고,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를 선정하였음. 전체 베어

사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전담연구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국과 개별 사업 파트너 국가 양자간 협력은 유네스코 본부와 지

역사무소에 의해서 촉진되고 조율되었음.

〔그림 4-4〕 BEAR 프로젝트 의사소통구조 (Communication Framework)

자료: 직능원(2015), UNESCO BEAR 프로젝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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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 목표

⧠  BEAR 프로젝트 사업 Result1의 목표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는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수혜국에게 공공-민간 협력체계 수립, 노동시장 분석, 교육과정 

개발과 수행 그리고 이러한 사업 접근법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

는데 필요한 기관의 포괄적인 역량 개발

⧠ 유네스코의 사업 수행파트너이자 신탁기금 제공자로서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첫째, 모든 단계에서 현지 전문가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

○ BEAR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참여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당 분

야의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

과서를 개발하며, 이를 활용하여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음.

○ 따라서 현지 전문가들이 BEAR 프로젝트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직업교육훈련 관리운영 역량을 갖추도

록 하였음.

⧠ 둘째, 한국 측 참여 연구진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

○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행 역량,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의 현지 전문

가와의 협업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교육 및 노동시

장  전문가들이 자생적으로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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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 국제적

으로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Best Practice Modeling)

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의 사업 설계와 현장 사업 수

행 역량이 증진되도록 구성

  

라. 사업 내용과 절차

⧠  Result1의 사업 목표는 노동시장 분석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현지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역량을 강

화하는 것임.

⧠ 아프리카 각 국가는 선택한 두 분야의 직업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

동시장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승인 받은 후 개

발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시범운영하는 전 과정을 목표로 하였음.

⧠ 국별 선정 분야와 교육과정 개발 수준, 현지 파트너 기관은 〈표 

4-23〉과 같음.

〈표 4-23〉 BEAR 5개국 선정 분야 및 파트너 기관

국가 선정 분야 개발 수준 현지 파트너 기관

보츠와나
- 관광 경영
- 호텔 경영
- 조리

고등 수준
DTVET, MoESD, Tourism Se
ctor Committee 

콩고민주공화국
- 금속 건축
- 실내 전기 배선

중등 교육 MEPSP

말라위
- 건축/목공
- 농산가공

기술 대학
(중등 이후 교육)

TEVETA,
Ministry of Labour

나미비아
- 목공
- PPO(Process Plant Ope
rator)

중등 이후 교육
NTA,
Construction Industry Skills 
Committee

잠비아
- 관광
- 건설

중등 교육
중등 이후 교육

TEVETA

자료: 직능원(2015), UNESCO BEAR 프로젝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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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각 국가 별로 상이한 분야, 개발수준 그리고 파트너 기관

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화된 사업 수행 기준을 개발하여 유네스코와 협의 하에 운영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개별국가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의사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유연한 사

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음24)

⧠ 직능원의 전문가들은 현지에 상시거주하지 않고, 2년여의 사업 기

간 동안 총 8회의 현지 출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이메일, 화상 통화 등을 통해서 현지 사업 코디네이터와 소통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음.

○ 현지 출장 기간 동안 집중 워크숍을 실시하고, 워크숍과 워크숍 

사이의 기간(Interim Period) 동안에는 현지 전문가들에게 일정

한 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 후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 

P.C.와 이메일 등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

행하였음25)

⧠ 현지 워크숍은 공통 사업수행 계획서(Common Platform) 상에 기

술되어 있는 워크숍 회차 별 목표 및 활동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음.

24) 5개 국가의 베어사업을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와 직능원간에 공통 사업
수행 계획서(common platform)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국별로는 개별 국가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국가별 사업수행계획서(national 
platform)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베어 사업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5) 매 워크숍 말미에 다음 워크숍 개최 전까지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현지 전문가에게 부
여하고 이것의 수행과 진전 상황은 현지 P.C.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워크숍 사이 
interim period를 관리함으로써 워크숍이 연속성을 유지토록 계획하여 시행. 이 과정
이 베어프로젝트 진행에 가장 어려운 단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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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프로젝트 목표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분석

과 교육과정 개발이 연결 될 수 있게 틀을 조직하고 SWOT 분석

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전략을 작성하였음.

○ Step2: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자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수준 내 교육과정 개발 지침을 수립하고, 선정 직종에 따라 

DACUM 방식으로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음.

〔그림 4-5〕 보츠와나 직무분석 매트릭스 작업 중간 결과물

자료: 직능원(2015), UNESCO BEAR 프로젝트 지원 사업

○ Step3: 직무분석에 따라 개발된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Step4: 각 직무분석, 강의계획 결과에 맞추어서 모듈 교과서를 

개발하고 시범 수업에 적용할 준비태세를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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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앞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

수정토록 하였음.

○ Step6: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세부내용(교과서, 수업계획

서)를 현장 학교에 적용하여 수업의 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

과를 측정하기 위한 학생 역량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 Step7: 개발된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시행 결과물

로 나온 학습 결과의 측정을 위해서 학생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음

○ Step8: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를 참여기관과 개별 수원국의 정부 

기관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BEAR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관련 경험을 국가 전체에 전파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

였음.



182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4-6〕 베어사업 수행절차 및 워크숍 단계별 주요 활동

자료: 직업능력개발원(2015), UNESCO BEAR 프로젝트 지원 사업

⧠ 표준화된 공통 사업 수행 계획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별로 진행 속도의 편차가 나타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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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종료 시점에는 모든 국가가 전체 사업 계획에 맞게 속도를 

맞출 수 있었으며 이것은 각 국별 참여연구자의 전문성과 노력에 기

인함.

⧠ 또한, 표준화된 사업 수행 계획서는 필연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수

요와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수정 요청이 있었

고, 이에 따라 국별 사업 수행 계획서(National Platform)이 개별 

국가 연구진과 현지 파트너 기관 사이에 작성되고 합의되어 실제 사

업의 유연한 운영에 활용되었음.

○ BEAR 프로젝트와 같이 단일한 사업 플렛폼이 여러 개의 국가에 

활용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일 사업 플렛폼

을 작성, 배포,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 하지만 동시에 단일 사업 플렛폼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이 경직되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 직능원은 BEAR 프로젝트를 통해서 표준 사업 수행 계획서와 국

별 사업 수행 계획서를 개발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음.

마. 사업 결과

⧠ 당초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된 잠비아 이외의 베어 프로젝트 참여 4

개국에서는 모두 표준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인

증·적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업 목표로 설정되었던 현

지 전문가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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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츠와나

－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3개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통과해서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였음.

－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인 Botswana Technical Education 

Program(이하, BTEP)의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

던 제도를 실제적으로 구동함으로서 현지 전문가들의 실무 역

량 강화에 기여하였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 기존에 2년 이상 

소요되던 교육과정 개발과 승인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하였음.

－ 전문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된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운영 역량 개발, 리더십 배양, 교육의 질 향

상이라는 목표를 추가하여 각종 매뉴얼 개발을 완수하였음.

○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사업의 초점이 노동시장 분석에 있었

으며, 특히 현지 노동시장 분석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음.

－ 워크숍 사이마다 현지 전문가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그 결과가 

한국에 전달되면 이에 적절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

지 전문가가 직접 노동시장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

라 그 결과에 대한 현지 관심 또한 높아 교육부장관의 참여하

는 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음.

－ 당초 목표한 2개 분야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

으로 승인받았고, 관련 분야에 필요한 교과서 제작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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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교과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말라위

－ 노동시장 조사를 위해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

함으로써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산업계의 수요를 적절히 반

영하였음.

－ 목표한 2개 분야에서 모두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

지 파트너인 TEVETA의 내부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승인에 

필요한 12단계 승인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음.

－ 개발된 교육과정을 현지 교육기관에서 시범 적용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나미비아

－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이미 현지에서 수행된 노동시장 분석 결

과를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노동시장 분석 경험과 방식을 현

지 전문가들에게 전수하고 공유하고자 시도하였음.

－ 교육과정 개발은 Carpentry와 PPO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arpentry 분야를 선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된 현

지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PPO에 적용하여 동료 학

습(peer learning)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였음.

－ 비록 나미비아 정부 측의 시간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독자적 

교과서 개발은 하지 않았으나, 교과서 개발에 대한 양국간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나미비아 교과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와 공감대를 형성함.

－ 산업체 전문가와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

하고 승인 받아서 현지 전문가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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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아

－ 사업 운영 초기부터 잠비아 노동시장 분석 체계가 부실하고 이

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노

동시장 분석에 한국 전문가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

며 그 결과로 베어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노동시장 분석 결과를 

국가통계에 반영할 수 있었음.

－ 건설 및 관광 분야에서 6개 과목의 학습교재를 개발하였고, 이

는 잠비아 직업교육분야에서 최초의 교재개발 사례로 기록되

었음.

－ Mazabuka 학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피드백을 얻고 추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

음.

바. 사업의 시사점

⧠ 유네스코가 요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

나 사업 과정에서 일정한 도전 과제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러한 부분들은 사업 과정에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전문가들이 이

후에도 공유하고 활용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전문가 역량 강화라는 목표는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해당

하기 때문에 뚜렷한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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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프로젝트 전 기간동안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업 코디네이

터의 역할과 헌신 등이 매우 중요. 직능원이 수행한 베어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격의 현지 코디네이터를 선정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함26)

○ 국제기구 신탁사업의 명암을 확인하였음.

－ 일부 국가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과 공신력

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현지 정부와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반면에, 국제기구와 협력시 소요되는 상당수준의 행정비용 부

담과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행정절차 등이 전체 사업 진행

에 압력과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음.

－ 향후 국제협력사업 수행시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가져

다주는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사업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만큼이나 그 결과를 알리고 지속

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

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특히 사업이

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

26) 직능원이 수행한 방식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경우 현지 P.C의 역량과 역할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우수하고 성실한 현지 P.C.의 고용은 프로젝트의 목표달
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현지 P.C. 선정시 1) 개인의 전문성, 2) 현지의 평판 및 네트
워크 보유 상황, 3)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4) 애국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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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BEAR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focal point와 협력하여 

각 국별로 현지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학회 등 국내 국제협력관련 

학회에서 발표와 토론, 세계교육포럼(WEF)에서 발표와 토론 등

을 통해 국내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베어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알리도록 노력하였음.

2. 베트남 실업급여

  가. 사업 배경

⧠ 실업급여는 실업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의미함.

⧠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공식부문에 우선 적용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비공식부문 규

모 취업자가 70.5%에 이름(ILO, 2011). 

○ 비공식부문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체에 속하거나, 사업

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 베트남은 비공식부문이 큰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실업보험

제도의 가입범위를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의 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을 갖는 노동자’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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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부문의 규모가 큰 경우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은 낮

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도 함. 

－ 이에 대해 빈곤 자영자 및 비공식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Van Ginnekin, 

1999).

⧠ 또한, 베트남은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실업보험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운영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또한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실업보험료를 징수하는 사회보험청은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

나 전국 단위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여전히 지급 및 

고용서비스 관련 행정 처리는 서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과 같은 정보인프라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관련된 행정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나. 사업 구성 

⧠ KOICA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인 「한국개발경험 전수사업(2010~2011년- 

120만 달러)으로 베트남 실업보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함. 

○ 이 사업은 ‘2011~2020년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전략’ 및 ‘2011~2015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위한 장기전략 및 계획방법론을 비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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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직업훈련, 산업안전, 실업급여, 

환경보호 및 관리, 농업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실업급여 및 산업안전, 직업훈련은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들

어가고,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수급전망은 이와 관련된 정보인프

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베트남의 사회안전망은 그 효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ODA 사업의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볼 수 있음. 

  나. 사업 내용 및 시사점 

⧠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베트남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역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실직 

후 15일까지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야 함. 이에 대해 이직사

유에 따른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 최저급여와 최고급여 도입에 대

해 검토함. 

○ 그러나 아직 제도가 시행초기단계이고 제도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함. 

⧠ 수급자 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 베트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지 못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두 지역(Ho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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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 Binh Duong)에서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를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KOICA 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

고 있음. 즉,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업은 ILO 및 EU의 지

원으로 수행 중이며, 베트남 자본도 참여 중임.

－ ILO는 실업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2개 지방을 대상으

로 실업보험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을 수행하

고 있었음. 

－ 일본은 ILO와 공동으로 ASEAN 국가들의 실업보험 도입 및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기술협력을 위

한 사례국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 사이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KOICA 차원에

서도 여러 나라의 ODA 담당기구 및 지역의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3.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사례

⧠ (연구개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모듈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을 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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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UN의 MDGs의 목표에 충실한 정책으로

서, 한국형 ODA 모델로서 개도국에 좋은 정책발굴사례가 될 수 

있음. 

⧠ (개도국 적용 가능성)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26개 국가에 대한 현황

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한부모가족지원정책과 관련

된 국가별 현황 성격차지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있음. 

○ 아시아지역의 경우 성격차지수는 5위인 필리핀과 135위인 파키

스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참가

율은 파키스탄과 동티모르가 각각 24%, 25%인데 비해 캄보디아

와 라오스는 각각 79%, 76%로 높게 나타남. 

○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경우 성격차지수는 대부분 100위권 전후

로 위치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6%인 모잠비크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60~8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중남미지역의 성격차지수는 콜롬비아 35위, 볼리비아 27위, 페

루 80위, 파라과위 89위에 속하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6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동 지역의 성격차지수는 대부분 낮은 순위로 나타났고, 여성경

제활동참가율은 40~6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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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적용대상 국가 제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여건 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

의 ODA  기조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교통상부는 2011~2015년 무상원조 기본계획에서 2012년 전

체 양자무상 원조재원을 아시아 50% 내외, 아프리카 25% 내외, 

중남미 10% 내외, 중동 CIS 10% 내외, 오세아니아 5% 내외로 

할당하기로 했고, 아시아에서는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

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

르,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의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안)’에서도 아시아 25.5%, 아프리카 10.2%, 중남미 5.6%, 중

동·CIS 지역(5.2%) 순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적용 대상국가에 대한 1차적인 검토대상은 

중점지원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은 최근 우리나라 

양자 협력국 중 지원순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위 국가들은 종교적으로 유교권에 속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

아와 카톨릭 국가로 서구의 영향이 강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엄

격한 율법이 있는 종교가 지배적인 인도네시아로, 환경적 차이가 

존재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캄보디아 79%, 라오스 76%, 베

트남 73%로 유사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5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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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규모,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등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가 거의 없으며 여성가구주가구에 대한 

정보로 대체하여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보는 제한적임. 

○ 이들 국가에서 아직 한부모가족 혹은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이슈

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정책적 기반이 미약함을 알 수 있음. 

○ 국가별로 일반적인 여건 및 빈곤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정책이 도입될 당시보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정

책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우리나라의 정책적 경험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4. 문제점과 향후 방향

  가. 문제점 

⧠ 사회보장부문 ODA 사업의 작은 비중과 보건 분야로의 편중

○ 보건복지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보건 

및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사회보장부문의 비중은 매

우 작음.

－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부문은 전체 ODA 지출액의 

0.7%에 불과함. 이는 전체 국가의 경우 약 2.4%, DAC 국가의 

경우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매우 작은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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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ODA 사업은 대부분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4년 기준 보건분야 ODA 사업의 지출액은 사회보장분야

의 14.5배에 달함(OECD CRS, 2015).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국제협력사업은 대부분 

KOFIH를 통한 보건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요성과 보건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이 요구

됨.

○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ODA 사업이 아직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지 못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이 큼을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함.

－ 수원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특히 베

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중저소득국에서 사회보

장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서 한국의 역할 제고가 기대됨.

  나. 향후방향

⧠ 사회보장부문 ODA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종합적 사회

안전망 기획 필요 

○ 보건분야로의 편중과 사회보장부문의 작은 비중으로는 수원국이 

저소득국 또는 최빈국일 때 기초보건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수준의 수요를 가질 때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수차례의 경제위기 경험을 통해 사회정책 분야의 제도적 

안전망이 더불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수원국이 여러 가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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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사리 노출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기초보건 및 협소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종

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기획이 필요함.

⧠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 강화

○ ILO는 2012년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부

분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권고하고 이를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실

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ILO의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다자간 사회

보장 프로그램 ODA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종합적 기획에 상응하는 분야별 성과관리

○ ODA 사업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관리

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긴 하나 주로 사업별 평가가 주를 

이룸.

○ 평가는 사업단위 외에도 분야 및 국가별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

건과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의 경우 분야별·국가별 평

가의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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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문제점

1. 보건

⧠ 보건부문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KOICA, KOFIH, 

EDCF를 중심으로 ODA 사업이 이루어져왔음.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은 대부분 보건의료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으며, 사회복지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음.

－ ODA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상황 및 수요에 의해 사업이 이루

어지는 측면이 강하고, 대부분의 수원국은 보건의료 영역에 대

한 수요가 높은 편임.

－ 보건부문 유상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건부문 ODA 사업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이었으며, 그 외에도 식수 및 위생사업, 의료인력강화사

업, 모자보건가족계획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 대부분은 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식수 및 위생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으로 이루

어져 있음. 이전에 비해 의료인역량강화, 지역보건강화 사업

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다양화된 측면이 있긴 하나, 여전히 

이들 사업이 대다수임.

결론: 요약과 활성화 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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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문 ODA 사업 실행주체 간의 조화로운 원조 부족

－ KOICA와 KOFIH, EDCF에서 보건부문 ODA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사업주체 간 협력 및 조정이 미흡하며 각 제공주

체별 특색있는 ODA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 유사한 ODA 사

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 여전히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커 보건부문 ODA 사업 지

속성 확보와 종합적 기획의 어려움.

○ 대부분의 사업은 3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 사업으로 원조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업기간이 부족함.

－ 핵심적인 분야인 성생식모자보건, 소외열대질병 관리, 보건안

보 등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사업효

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의료시설 및 기자재 지원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원조 후 역량강화 및 운영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사

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기간이 부족함.

○ 단기형 사업으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 보건부문 ODA 사업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시설 건립 이후 수원국

의 상황, 지속 의지, 의료인력의 역량, 추가 재정적 지원 미비

로 인해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임.

○ 종합적인 보건부문 ODA 사업 기획 미흡 

⧠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의 체계적인 전수를 위한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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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수원국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부족함.

○ 의료보험제도, 모자보건, 전염병관리 등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발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부문 ODA 사업 규모의 증가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관

심 역시 높음.

○ 기존 한국의 ODA 사업 내 평가가 수행되는 사업 비중이 매우 낮

으며, 최근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 보건부문 분야별 ODA 사업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왔음.

－ 개별 프로젝트 뿐 아니라 분야별 평가, 국별평가 및 전반적인 

정책 및 전략평가에 대한 요구 역시 높음.

－ ODA 사업의 단순한 산출물(output) 뿐 아니라 ODA 사업을 

통한 outcome을 고려한 평가 필요

2. 사회보장

⧠ 사회보장부문 ODA 사업의 작은 비중과 보건 분야로의 편중

○ 보건복지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보건 

및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사회보장부문의 비중은 매

우 작음.

－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부문은 전체 ODA 지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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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에 불과함. 이는 전체 국가의 경우 약 2.4%, DAC 국가의 

경우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매우 작은 규모임.

－ 또한 우리나라 ODA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보건 분야 ODA 사업의 비중이 높

은 반면 사회보장, 고용정책 등의 사회보장 분야의 비중은 매

우 낮음.

○ 보건복지 ODA 사업은 대부분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4년 기준 보건분야 ODA 사업의 지출액은 사회보장분야

의 14.5배에 달함(OECD CRS, 2015).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국제협력사업은 대부분 

KOFIH를 통한 보건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요성과 보건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이 요

구됨.

○ 베트남의 실업보험 제도 자문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ODA 사

업 사례가 있으나 단발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ODA 사업이 아직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지 못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이 큼을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함.

⧠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목소리

가 커짐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ODA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개발도상국

의 내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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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오며, 더 나아가 부국과 빈국간의 구조화된 불평등 해소와 국

제적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

－ OECD DAC은 2001년 빈곤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DAC Guidelines 2001: Poverty Reduction)을 통해 사회

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가 경제위기,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과 도전 과제에 대

응하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음을 강조27)

○ 2016년 시작되는 SDGs의 핵심 기조중 하나가 지속적·포용적 성

장 및 불평등 완화인 바, 사회안전망에 대한 ODA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건강한 삶의 확보’를 위한 보건분야, ‘불평등 축소’를 위한 사

회분야, ‘포용적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

제개발 분야를 통해 보건 및 사회보장 정책 부문 국제협력의 

중요성 확인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저발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

해 왔음.

－ 서구 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오랜 기간 저발전국에게 당장 

27) 2007년의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Pro-poor Growth Guideline)을 발표
해 공적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함을 명확히 
해 왔고, 2009년 ‘사회안전망 및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선언 및 정책지침노
트’(Policy Statement 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및 Policy 
Guidance Note on Social Protection, Policy Guidance Note on Employment)
를 발표, 빈곤친화적 성장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
기회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황덕순, 2011)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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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기초 의료보장과 빈곤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

만, 이제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

축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문제가 중요한 ODA 정책 의제로 부

각되고 있는 것임.

－ 한국 또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ODA이 일환으로 사회보

장제도를 구축하고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음(여성

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2014).

⧠ 사회보장부문 ODA 수요 증대와 한국 정책경험의 중요성

○ 아시아 수원국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중

저소득국에서 사회보장분야 ODA에 대한 수요가 큼.

－ 중저소득국가들은 대부분 기초 교육 및 기초 보건에서 MDG 

목표를 달성하였고, Post-MDG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 놀랍게도 위에 언급한 ODA 수혜국이 해결해야 할 사회보장제도 

관련 과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사회가 직면해 왔고, 앞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많

은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을 보호

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보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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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활성화 방안 

1. 정책컨설팅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을 토대로 정책 생산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발 컨설팅28)(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형 사업 개발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

여국으로 발전한 보기 드문 사례이므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국

제사회의 관심이 높음.

－ 저발전국이 우리나라에게 기대하는 지원은 고도성장을 가능

하게 했던 복합적인 정책경험을 자신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 

보건복지분야 정책경험 역시 DEEP형 사업, 특히 정책자문형 

컨설팅 사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post-2015 체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정책자문형 

컨설팅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개발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모델 

개발을 통해 나라별 DEEP형 사업 적용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28) 개발 컨설팅 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 및 개발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개도국의 경
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개발 경험에 대한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 증대로 인해 DEEP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대하는 상황임.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3. 2. 19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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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 연수 사업을 개발하여 국내 및 수원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써 수원국 역량강화와 ODA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을 보건복지 부문에 확대하고 수원국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이 정책 생산 및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추진

하고 있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보건복지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음.

－ KDI의 KSP 사업은 주되게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건복지분야로 확대하여 한국의 보건 

및 사회보장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트남과 같이 MDGs를 달성한 중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제협력의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

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경험 공유를 예비할 필요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수원국에 맞는 정책경험 공유를 위해서는 정책경험을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예비 수원국의 보건 및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

한 사전연구가 요구되며, 보건복지분야 아카데미 파트너가 이러

한 사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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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 법제도, 전달체계 등에 대한 심도있

는 연구 필요. 각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수원국에 

적절한 ODA 사업 기획 및 실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 정

책과 같은 연구들이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ODA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KOFIH를 통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보

건부와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등의 보건분야 ODA 사업을 꾸

준히 해오고 있음. 그러나 보건에서 확장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 복지사업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심이 

필요

－ 보건분야로의 편중과 사회보장부문의 작은 비중으로는 수원

국이 저소득국 또는 최빈국일 때 기초보건을 통해 최소한의 안

전망을 갖추는 수준의 수요를 가질 때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

○ 보건 ODA 사업에 대한 수요도 양국간 지속적인 관계로부터 출

발하는 것인만큼 ODA 사업을 실행하는 보건복지부(KOFIH)의 

의지가 있다면 사회정책에 수요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문회의를 통해 보건부문 뿐 아니라 ODA 사업의 성공적 지속 

및 확산에는 수원국과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됨.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 ILO는 2012년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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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권고하고 이를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실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ILO의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다자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ODA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BLG: 

Better Life for Girls)은 모성과 아동보건 및 인권 관련 ODA 사

업이므로 WHO와 UNICEF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강화

⧠ 사회보장 시스템 혹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통계시스템 

구축

○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 설계가 어려움.

－ 베트남 실업급여 사례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 전산시스

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이 제도 

개선에 선행함

○ 통계시스템 구축은 ODA 사업평가를 포함한 각종 수원국의 정책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함.

2. 성과관리

⧠ 원조 효과성 제고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제

사회는 빈곤감축 및 개발 측면에서의 원조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

하고 있음.

○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2005), ‘아크라 행동계획’ 

(2008),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2011)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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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효과성 제고가 원조의 핵심과제임이 확인되었음.

⧠ 한국 역시 DAC 가입 이후 ODA 사업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규모가 작고 평가의 방식이 제한적이며, 평가역량과 전문성이 미흡.

○ 한국은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고 있으며, KOICA과 수출입은행 등 사업수행기관

에서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전체 ODA 사업 중 평가(Evaluation)가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은 매우 저조하며, 평가도 주로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임.

－ 최근에는 보건분야 평가, 전체 국별 지원전략 평가, 프로그램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임.

 일본이 최근 실시한 “베트남 보건분야 지원 전략 평가 

2010”과 독일 개발은행이 실시한 “베트남 보건 및 가족계획 

분야 지원프로그램 사후평가”(1996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실

시된 지원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평가)가 대표적인 보건분

야 평가임.

 한국에서도 201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최근 4년간 

수행된 기획재정부 및 EDCF, 외교부 및 KOICA, 보건복지

부 및 KOFIH의 보건분야 ODA 전략과 체계, 사업내용을 

평가대상으로 보건분야 ODA를 종합평가한 사례가 있음

○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 (수행기관 자체평가) 모든 ODA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었으나, 대부분의 무상원조 수행부처가 사후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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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시스템 미비로 평가절차가 불분명하고 실적도 저조함.

－ (독립성 부족) 평가담당 부서가 사업실시 부서와 독립되지 않

은 경우도 있어 평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 (전문성 부족) 2-3년마다 순환근무를 함에 따라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함.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질적 강화가 결정적

이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평가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미흡할 경우 외부에 원조사업 평

가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법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 및 인력

의 필요성이 증대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과 사회보장 관련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서 역

할을 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 방식은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 통계자료와 신뢰할

만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분야 및 프로그램별 ODA 사업 성과관리 확대와 성과지표 마련 

○ 기초보건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프로

젝트별 평가로는 성과관리에 한계가 뚜렷하므로 빈곤이나 불평등 

등 사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별 혹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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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가를 지향

－ 보건분야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조화

롭게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건 

및 사회보장 정책을 포괄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평가기관이 요

구됨.

○ 보건부문별 성과에 대한 평가가 확대될 필요. KOICA, KOFIH 

등을 통한 감염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이 실제 수원국의 모성사

망률, 영아사망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각 사업별 및 부문별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성과 지표가 우선 마

련되어야 함. ODA 사업 제공 주체, 관련 전문가, 수원국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성과 지표 도출을 위한 연구 역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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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보건의료 부문 ODA 사업의 사례 

⧠ 보건부문 ODA 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시설 건립 및 개

선사업 뿐 아니라, 기초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식수개발사업, 응

급의료체계 강화사업 및 모자보건 서비스 사업 사례 등이 있음. 여

기서 제시된 사업들은 KOICA 지원을 받은 사업들임. 

가.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

⧠ 보건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의 예로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

사업과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사업 등이 있음.

○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여타지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중부지역의 보건수준을 향상

시키고, 중부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KOICA에서 3,500만달러을 지원하여 2007-2010년간 이루

어진 사업임.

〈부표 1>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사 업 명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사업기간 2007-2010년

사업규모 3,500만달러

사업지역 베트남 꽝남성 뉘텐군 땀히엡 출라이 개방경제구역

사업배경
여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의 수준이 떨어진 베트남 중부지역
의 보건수준을 향상

사업목적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을 통한 의료수요 충족, 선진의료기술 및 장비 도입을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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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 사업

－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에 지원된 약 

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을 재구축하

고,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운영 자문 

및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을 둠.

〈부표 2>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 사업

사 업 명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통한 베트남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 하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중부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의료관리 강화

사업시행
기관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학)일송학원, 명승건축

주요사업
내용

종합병원 건축, 기자재 지원, 인적자원개발, 기타 사업관리 등

사 업 명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 사업

사업기간 2013

사업규모 약 5억원

사업지역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사업배경

한-몽 한방친선병원 설립 후 10여년이 경과하여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로 기
본적 진료 이외에 전문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음 (장비 노후 및 기사 부재, 재
활치료실 및 치료사 부재 등)
병원에 협력의사 (한방분야) 3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적정장비 및 보조인력 부
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사업목적

한몽 한방친선병원의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을 재구축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운
영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운영을 자문하고 관리하여 병원이 원활한 의료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
기관

한국: 대구한의대, 메디피스, 연세대 보건대학원
몽골: 한-몽 한방 친선병원

주요사업
내용

1. 한방병원의 행정시스템 등 전반적인 운영자문
 - 운영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축
 - 적정수가 선정 및 회계시스템 구축
2.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최신 진료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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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과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2007년부터 2년간 90만달러 규모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산

로렌조시의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빈민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보건지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본적인 필수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업을 실

시함. 

〈부표 3>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사 업 명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사업기간 2007-2008년

사업규모 90만달러

사업지역 산로렌조시(San Lorenzo)

사업배경

콜롬비아와 접경지대인 에콰도르 산로렌조시는 불법이민과 난민의 유입, 빈곤 
및 폭력의 만연, 인권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함.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7년 평화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노력함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산로렌조시에 1차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사 업 명 몽골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 사업

 - 초음파 검사기, X-ray, 물리치료기, 임상 실험기 등
 - 물리치료실 개보수 등
 - 세미나실 개보수
3. 한방병원 운영관리, 진료장비 전문가 파견 등
4. 대학 방학기간을 활용한 진료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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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사업

－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사업은 2010년부

터 2015년간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라 증가하

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립,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데 목

적을 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

근성을 높여 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둠.

〈부표 4>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사업

사 업 명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에 기본적인 필수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업을 실시함

사업목적 산로렌조시 빈민층의 의료접근성 및 보건지식수준을 향상시킴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콰도르: 산로렌조 시청(Municipal Government of San Lorenzo)

주요사업
내용

보건소 건축(연면적 900㎡), 기자재 지원(초음파, 엑스레이), 인적자원개발(현
지 카톨릭대학교를 토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타 사업관리

사 업 명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0~2015

사업규모 5,500,000달러

사업지역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사업배경

파푸아뉴기니는 저소득국에 속하며 인구성장률은 2.7%로 상대적으로 급등한 
상황임 
평균수명은 57세이며 안전한 식수공급률과 주요 건강지표가 매우 열악한 상
황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에 속하여 기초보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
비스의 증가는 이루어지지않음
전체 인구의 87%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 의료서비
스의 전달조건이 매우 열악함

사업목적
파푸아뉴기니의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상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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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수개발사업

⧠ 식수개발사업으로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과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

－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2006-2008

년간 지원된 사업으로서, 물 공급 이용시설 건설 및 빗물집수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식수 보급률 및 접근성을 제고하였음.

사 업 명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원사업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메디피스

주요사업
내용

1.건축
 - 1개 군에 각각 보건소 1개 및 보건지소 2개를 총 2개군에 건립
2. 기자재
 - 건립되는 총 6개 시설물에 기자재를 지원
 - 현지 상주하는 PM차량 지원
3. 사업관리자 (PM)파견
 - 사업관리자를 파견하여 사업관리 및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기술
 - 현지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와 활동 계호기을 수립
4. 전문가 파견
 -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
5. 국내초청연수
 - Core-Group 5명과 현지보건의료인력을 국내로 초청연수하여 역량을 강화
6. 현지인력의 역량강화
 - 전국단위로 현지 워크샵을 개최
 - 지역단위 보건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
7. 사업기본조사
 - Baseline survey 실시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현지의료인력의 역략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실시
8. 사업관리
 - 사업관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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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

○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

로, 세네갈 중부지역의 수인성 질병감소와 여성의 삶의질 향상

을 위해 식수공급시스템구축 및 위생행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부표 6>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사 업 명 탄자니아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식수개발사업

사업기간 2006-2008년

사업규모 150만달러

사업지역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

사업배경

탄자니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지형과 강우패턴, 지역에 따른 강우량의 
편차가 심하여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수자원의 관리 및 이용시설
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지역에서 식수 등 물 부족현상을 겪음.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사업은 도도마 및 신양가 지역의 8개 장소
에 관정을 개발, 물 공급 이용시설을 건설하고 학교 등 공공건물 12개소에 빗
물집수 장치를 설치하여 식수 보급률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

사업목적 수혜지역 주민의 안전한 식수 접근률의 향상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촌공사

주요사업
내용

탄자니아: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사 업 명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사업기간 2015-2018

사업규모 1,536,303,198원

사업지역 세네갈 디카르

사업목적

세네갈 중부지역의 수인성 질병 감소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관정개발을 통한 식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음용수
를 공급하고, 화장실 지원과 위생행태 교육 실시를 통해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보건역량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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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으로 우즈벡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

화 사업과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예

로 들 수 있음.

○ 우즈벡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화

사 업 명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메디피스, 
세네갈: 수리위생부

주요사업
내용

1. 전문가 파견
1) 시설을 구축하여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을 향상
- 착수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착수보고서 (사업대상마을 선정기준 포함)
‧ 세부사업수행계획서
‧ 대상마을 조사 결과보고서
‧ 시설 세부설치 계획서
- 현지업체 선정 및 시설구축
‧ 식수공급시설
‧ 보건위생시설 (화장실)
2) 역량강화
- 식수위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워크숍)
- 주민 보건위생교육

2. 연수생교육
1) 국내초청연수
-관련 공무원 13명

3. 전문가 파견
1)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Baseline survey, PDM, Endline survey)
2) 홍보황동
-사업내용 홍보 및 인식증진 

4. 사업수행물춤
1) 사업관리
-사업수행물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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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은 2007-2008

년간 250만달러 규모의 사업으로서, 응급의료후송시스템 구

축지원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둠.

〈부표 7> 우즈벡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화

○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둠.

사 업 명 우즈벡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화

사업기간 2007-2008년

사업규모 250만달러

사업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역

사업배경

우즈베키스탄은 1998년 대통령령에 의해 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
으나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우즈벡 정부는 우리측에 응급의료서비스의 핵심인 응급후송시스템의 구
축 및 운용과 관련된 구급차 지원 및 인력훈련을 요청하여 동 사업을 실시함

사업목적
응급의료후송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우즈벡 국민들의 사망률과 복구율을 감
소시키고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벡: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주요사업
내용

현지연수(엠뷸런스 사후관리 기술인력 현지연수, 총 42명)
기자재지원(엠뷸런스 108대 및 의사수송용 차량 2대 및 필요장비)
기타(실시협의, 평가 등 사업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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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마. 모자보건 서비스 사업

⧠ 모자보건서비스 사업의 예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논도니 무아

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사업을 들 수 있음.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논도니 무아나냐말라 병원 중심모자보

건 감염관리 사업

－ 현재 진행중인 탄자니아의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사업

사 업 명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사업기간 2014~2016

사업규모 1,000,000달러

사업지역 동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사업배경
인구밀도가 낮아 의료접근성 제약이 심한 동 카자흐스탄주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전략수립 등

사업목적
동카자흐스탄 주의 응급의료체게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응급의
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메디피스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보건국

주요사업
내용

1. 마스터플랜 수립
- 한국에서 구축한 U-Health EMSS체계와 같은 응급의료체계를 목표로 현황
을 분석하고 미래모형을 제시
- 응급의료기준 시행 Action Plan, 인력 역량강화방안, e-EMSS, 질관리를 
위한 지표 모니터링 관리, 구급차 운용방안 등

2. 응급의료인력 역량강화
-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병원전단계, 이송단계, 병원단계 등 응급의료 전
반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응급환자 선진관리법을 전수
-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및 구조사 과정 2가지를 운영

3, 구급차 운용방안 수립
- 구급차 및 구급차에 탑재되는 의료장비를 지원
- 운용을 위한 교육안 및 운용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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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약한 영유아 보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적 분만환경

을 조성하고, 신생아실의 감염관리 개선, 의료인력 역량강화, 

퇴원 산모의 자가관리 및 신생아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부표 9>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논도니 무아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사업

사 업 명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키논도니 무아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관리 사업

사업기간 2014-2016

사업규모 1,308,520,450원

사업지역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 주 키논도니 지역 ‘무아나냐말라 병원’

사업배경

탄자니아는 전체인구의 58%가 하루소득 1달러 미만의 빈곤층으로 모성사망률
이 5위, 출산율 12위, 신생아 사망률은 3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사망률은 한
국의 10배이상이며 특히 탄자니아 지역의 다르에스 살람 지역은 탄자니아 중
에서도 영유아 보건상태가 취약하였음, 주요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감염에 대
한 지표가 가장 많았음

사업목적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지역의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하며 위생적 분만환경을 
조성, 신생아실의 감염관리 개선, 분만실 및 신생아실의 의료인력 역량 강화, 
퇴원산모의 자가관리 및 신생아 관리 능력을 향상

사업시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 메디피스
탄자니아: 무아나냐말라 병원

주요사업
내용

가정 내 신생아에 대한 관리능력의 강화
퇴원산모교실을 운영
방문간호
산모교육 매뉴얼 및 재택관리 매뉴얼을 제작
2. 원내 감염체계의 강화
의료용품 / 의료기기 지원
매뉴얼 제작

3. PSU, QI 조직화

4. 의료진 감염관리 능력의 강화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
감염관리 워크샵
감염예방활동 사전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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