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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는 전세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원국의 견실한 시스템 없이는 

수원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접근법은 수원국의 보건시스템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잡힌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공여국의 원조 의도와 수원국과의 관계, 국제 원조의 흐름, 

수원국의 보건 외 다른 환경도 보건의료 원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단위의 지원 예산 유무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요소 및 공여국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 보건의료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성과평가 결과를 결과 

변수로 사용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 

원조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여 총 54개 사업을 포함하였다.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가 제시한 평가 기준 

중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의 3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세부 지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의하였다. 5명의 외부 평가자는 (i) 프로젝트 평가, (ii) 원조 기관 

인터뷰 및 설문조사, (iii)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및 보건부 관계자 

설문조사, (iv) 수원국 방문 합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5회에 걸친 

대면 델파이 워크숍을 통해 처음에는 이질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의견 및 판단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평가를 지속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프로젝트의 보건의료시스템 투입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질병 영역인 감염질환/모자보건/만성질환/응급 및 



iv 

 

 

재난/미분류의 5개 영역의 예산 투입 유무, 실행 영역인 

의료서비스/인력/보건의료정보/약품 및 의료기술 공급/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의 6개 영역의 예산 투입 유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교란 변수로는 수원국의 기존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된 

변수, 프로젝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 수원국과 공여국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T 검정과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시스템 5개 질병 영역 및 6개 빌딩 블록 지원 내 

예산 분배 여부가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환과 원조 공여의 시스템 강화 

요소가 상호작용하는지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 분석 모형에서 

탐구하였다. 

결과: 보건의료 원조 중 74.07%의 프로젝트는 무상원조, 25.93%의 

프로젝트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9.26%만이 다자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90.74%는 양자원조였다. 한국 

보건의료 원조 중 대다수는 감염성 질환 및 모자보건 프로젝트였다. 

보건의료 시스템 빌딩 블록 중 의료서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35%에서 투입이 이루어졌다. 의료 인력에 대한 예산 

투입도 13~29%에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의료정보, 약품/기술 공급,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 분야는 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예산을 

분배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원조 계획의 적절성이 

높았으며(p=0.034) 유상 원조에 비하여 무상 원조는 목표의 

적절성(p<0.001)과 계획의 적절성(p=0.001)이 높았다. 다자 

원조는 양자 원조보다 목표의 적절성(p=0.047)과 계획의 

적절성(p=0.056)이 높았다. 각 수원국의 국민 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p=0.035). 한국에서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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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7, 0.043). 

수원국의 의료 정보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이 증가하였다(각 p=0.018, p=0.001, 

p=0.026). 목표 질병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였고 

(p<0.001) 예산이 배정된 보건의료시스템 빌딩블록 영역의 개수가 

많을수록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이 

증가하였다(p<0.001, p=0.003). 빌딩블록의 예산지원과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지표와의 상호작용은 원조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 

감소시키는 방향 모두 관찰되었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때 원조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빈곤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적절성이 높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국가에서 효율성의 성과가 높았다. 

한편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원조의존도가 높을수록 원조의 

효율성이 높았으나 바람직한 원조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공여국과의 경제 교류, 정치외교적 영향이 오히려 원조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원조 분배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 계획시 

보건의료시스템 요소를 잘 구성하여 예산을 분배하면 성과가 

높았으므로 향후 보건의료 프로젝트 구성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공적개발원조,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원조 성과 평가 

학  번: 2013-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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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공적개발원조1는 대체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초기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원을 외부 선진 공여국2들이 제공해 줌으로써, 국제 사

회의 격차를 줄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다(1). Henrik과 

Finn의 2001년 연구에서 64개 원조 수원국3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국민 총생산상승에 기여하였다(2). 반면 

2005년 국제통화기금4의 Rajan과 Subramanian은 개발원조가 수원

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3). 그 기전은 원조 자금이 수

원국의 실질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 노동집약적 산업과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3). 또한 원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국가간 실증분석 후 수원국의 경제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

원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3).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 개발 협회5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

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6 공여국 국가의 원조를 받은 국가 중 

41개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발돋움 하였으나, 11개 국가는 다시 원

조를 받는 수원국으로 전락하였다(4).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은 주로 해당 국가의 국민총생산 

대비 원조의 비율로 표현된다(5). 원조 이후 경제적으로 원조 의존

                                                           

1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 
2 선진 공여국(donor countries):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3 원조 수원국(recipient countries): 개발원조를 제공받는 국가,  
4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  
5 국제 개발 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관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 



2 

 

 

성을 완전히 벗어난 국가는 한국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5). 한국은 

1960년대 총 국민 총생산의 9.8%를 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70년

대 1.0%가량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

다(5). 가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원조 의존성이 각각 16.3%에서 

4.1%, 8.2%에서 1.3%로 일정 기간 감소하였으나 현재 여전히 중-

저소득 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y)로서 개발원조의 대상

이다(4). 보다 장기적인 성공으로는 인도, 중국에서 국민총생산 대

비 원조 의존성이 감소하였다(4).  

공적개발원조는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공여국 입장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나 자원의 확보, 경제론 및 국가이미지 향상, 식민

지 관리 관점, 인도주의적 관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6, 7). 그 유

형은 북유럽 국가의 인도주의적 공여, 영국/프랑스의 식민지 관리형 

및 인도주의적 공여, 미국의 안보 전략형 공여, 일본의 경제 실익형 

공여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7).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 비영리 

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와 원조 전문가들은 경제적 실

익과 정치적 동기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6). 반대로 공여국의 

국민 여론과 정부 기구는 공여국의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6).  

한편 다수의 수원국은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은행은 “아프

리카의 장황한 개발 문제는 결국 거버넌스의 위기 문제”라고 20여 

년 전부터 지적한 바 있다(8). 거버넌스가 취약한 상태의 수원국에 

미치는 개발원조의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여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

시하지 않는다면 개발원조는 공여국 중심의 이해 관계에 쉽게 예속

될 수 있다(6). Hancock은 “원조가 수원국의 자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지 않을 때, 공여국 또는 공여 기관은 단지 빈곤한 국

가들을 새로운 경제 속국으로 예속시키는 특권을 누리는 ‘빈곤의 제

왕(Lords of Poverty)’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10). 개발원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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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에서 꼭 민주 정치의 발전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9).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방침은 국제 사회의 갈등 요

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고 있고, 회

원국의 대부분이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

원조위원회에서는 범세계적인 원조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원조 효과성 평가는 1960년대부터 미국 국제 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세계은행 

등의 공여 기관에서 시작되었다(11, 12). 초기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수원국의 자립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항목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원조효과성 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수원국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며, 잘 작동하는 자국

의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의 발전을 스스로 경영하며 원조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각 원조 사업은 수원

국의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 사업인지, 수원국의 시

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수원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고려하였는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13).  

2002년 개발원조위원회는 “평가는 현재 집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프로그램·정책과 그에 관련된 설계·집행 및 결과를 체

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정”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14). 1991년 개

발원조위원회는 개발원조 평가 원칙(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통해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

고, 2008년 개발원조 평가 네트워크(The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EvalNet)를 통해 5개 평가기준을 제시하

였다.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영향(Impact), 지속성(Sustainabilty)이 그 지표

이다. 

개별 분야 프로젝트 결과의 성과가 꼭 수원국의 건강 수준의 상

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리더쉽과 거버넌스를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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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 전세계 100개 가량 

존재하는 세계보건 이니셔티브(Global Health Initiatives)는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의 전염병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보건 이니셔티브의 접근이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15). 

2000년경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 개선(Health 

system: Improving performance)’에서 원조의 보건의료 시스템 접

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16).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의는 “건강을 증

진시키고,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모든 기관, 사람들, 정

책”7이라 하였다(16). 보건의료 시스템의 각 요소는 6개의 빌딩 블

록으로 구체화되어 (i)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ii) 보건의료인력; (iii)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iv) 필수 의약품 공급 및 의료기술 공급; 

(v) 보건의료재정; (vi) 리더쉽/거버넌스 영역이다. 수원국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7).  

그러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개발원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6개 빌딩 블록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나(18, 19)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난해하다(20). 개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원조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6개 빌딩 블록 요소 중 일부에 

불균형하게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목표 그룹의 실제 건강 

문제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20).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작고 일

부 요소에 치중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수

원국의 국가 단위 보건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

다(21). 

                                                           

7 all organizations, people and actions whose primary intent is to promote, restore or 

mainta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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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한국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공통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그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5대 평가 기준인 적절

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 가능성 중 앞의 3가지 단기 성과 지

표를 이용한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자 한다.  

둘째, 각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에 대한 예산 배분이 경제협력개발

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5대 평가 기준 중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보건의료 원조 사업의 성과

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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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이전에는 그 용어에 있어서 ‘대외원조

(외교통상부)’, ‘국제개발협력(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혼재되어 쓰이고 있었으나 국무총리실의 한국국제개발협력 기본정

책에서는 ‘공적개발원조’란 용어를 정립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의 

정의를 받아들여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

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이라 하였다(22). 

 

2. 외국의 개발원조의 평가 

 

1960-70년대 개발원조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공여 기관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 세계 은행 및 미국 국제 개발처에서 

원조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7년 개발경제학자인 

Hirschman은 개발 경제에 있어서도 균형 성장(balanced growth)

과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 중에서 불균형 성장을 강조하

였다(11). 그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였

으며 세계은행에서 지원한 11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숨은 손

의 법칙(hiding hand principle)’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를 단순화하지 않고 복잡한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때, 불균

형 성장을 강조할 때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장애물에 대한 고려 없

이 이성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결과적으

로는 나머지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을 내세웠

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가 전문가 그룹은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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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UN)에 수 명 가량 존재하였고, 개별적인 프로젝

트에 대한 평가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61년 케네디 태스크포스(The Kennedy Task Force)팀은 ‘연

구, 평가 및 계획 협력 보고서(Research, Evaluation and Planning 

Assistance Report)’를 통해 미국국제개발처 내의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1964년의 링컨보고서

(Lincoln Report)는 미국국제개발처의 내부 평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12).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1969년대 

후반 미국 국제 개발처에서 의회예산요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논

리모형모델(logical framework)이 개발되었다. 논리모형모델은 프

로젝트의 목적, 목표, 성과, 활동, 투입 등의 계획 영역의 상호관계

의 논리성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향하였고 1971년 이후 미국 국제

개발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12). 한편 1968년 세계은

행은 프로그램 및 예산 부서(Program and Budgeting Department)

를 신설하였고 1969년 국별 프로그램 보고서가 소개되었고 월간 

리뷰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해외 원조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고려

도 중시되고 있는데, 해외원조가 실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23). 2005년 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은 개발원조 방식을 근본

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원조효과성의 5대 원

칙 및 12개의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다(13). 

 198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산하 평가작업반이 

전문가 그룹으로 출범하였고, 개발원조위원회 산하 평가작업반은 

2003년 네트워크로 개편되었다. 개발원조 평가 네트워크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이상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국제적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24). 개발원조 평가 네트워크 회원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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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서의 연평균 예산은 510만 달러 수준이며 직원은 평균 19

명, 연평균 평가 건수는 24건 정도이다(24). 

각국 혹은 각 기구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평가지표는 

Table 1 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건 분야를 포

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원조 사업을 평가하고 있었다 

5개의 지표 외에도 합의된 여러 가지 지표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국가/기구도 존재하였다.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타당성

(Appropriateness), 유대감(Connectedness), 일관성(Coherence), 

보장(Coverage)의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공

여국의 이외에도 보전(Protection)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하

였다. 핀란드의 경우 일관성과 더불어 핀란드 국민의 가치가 반영되

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은행과 채무국의 실적, 리스크를 추가

로 평가하였다. 호주, 세계 은행은 프로그램 평가 여부를 평가하기

도 하였으며 호주는 성평등을 함께 평가하였다. 캐나다 국제개발처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는 수원국과

의 파트너쉽을 함께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과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을 이분하여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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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evaluation criteria by guideline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Institution Guideline 

Five DAC Evaluation criteria or similar criteria 

Extra criteria 
Year of 

Issue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

ss 

Impact Sustainabilit

y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The DAC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 

O O O O O X 2010 

African 

Development Bank 

Guidelines for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Relevance of strategy Efficacy O X O Institution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2015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Country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s 

a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inal Review Validations 

O O O Development

al impacts 

O ADB performance, 

Borrower performance, 

Issues, lessons, and 

recommendations 

2015 

Australia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Reviewing Project 

Quality: AusAID procedures for 

rapidly reviewing the quality of 

Australian aid activities  

O O O O O Monitoring and 

evaluation, Analysis and 

learning, Gender equality 

2009 

Austria 
  

Guidelines for Project and 

Programme Evaluations  

O O O O O X 2011 

Canada CIDA evaluation guide   Relevance of Results, 

Appropriateness of 

Design, 

Appropriateness of 

Resource Utilization 

Cost–Effect

iveness of 

Results 

Achieveme

nt of 

Results 

Achievement 

of Results 

Sustainabilit

y of Results 

Partnership, Informed 

and Timely Action 

2005 

http://www.oecd.org/derec/afdb/35142316.pdf
http://www.oecd.org/derec/afdb/35142316.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506188.doc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506188.doc
http://www.oecd.org/derec/australia/35402661.pdf
http://www.oecd.org/derec/australia/35402661.pdf
http://www.oecd.org/derec/australia/35402661.pdf
http://www.oecd.org/derec/australia/35402661.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069197.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069197.pdf
http://www.oecd.org/derec/canada/351351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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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Guideline 

Five DAC Evaluation criteria or similar criteria 

Extra criteria 
Year of 

Issue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

ss 

Impact Sustainabilit

y 

Denmark Evaluation Guidelines  O O O O O Appropriateness, 

Connectedness, 

Coherence, Coverage 

2006 

EC 

 

Volume 3: Guidelines for Project 

and Programme Evaluation, 

Evaluation Methods for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Assistance  

O O O O O Coherence, Community 

value added 

2006 

Finland Evaluation guidelines: Between 

past and future  

O O O O O Coherence, Finnish value 

added 

2007 

France (DGCID) Guide de l'évaluation  O O O O O  2005 

Japan (MOFA) ODA EVALUATION GUIDELINES O O O O O  2013 

Portugal (IPAD) Guia de Avaliação 

 

O O O O O  2009 

Spain Metodología de evaluación de la 

Cooperación Española II  

O O O O viabilidad  2001 

Sweden (SIDA) Looking Back, Moving Forward, 

2nd revised version  

O O O O O Appropriateness, 

Connectedness, 

Coherence, Coverage 

2007 

Switzerland Evaluation guidelines (SECO/WE) O O O O O  2011  

UNDP Guidelines for an Assessment of 

Development Results (ADR)  

O O O O O   2007 

United Kingdom Guidance on Evaluation and 

Review for DFID Staff 

O O O O O Coverage, Coherence, 

Coordination, Protection 

2005 

World Bank Conducting Quality Impact 

Evaluations under Budget, Time 

and Data Constraints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O O Outcome O risk to development 

outcome, bank 

performance, borrower 

performance, M&E, 

other issues 

2006 

http://www.oecd.org/derec/denmark/38141125.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69201.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69201.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69201.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69201.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69201.pdf
http://www.oecd.org/derec/finland/47384551.pdf
http://www.oecd.org/derec/finland/47384551.pdf
http://www.oecd.org/derec/france/35312437.pdf
http://www.oecd.org/broken_links/migration.htm
http://www.oecd.org/derec/spain/35639035.pdf
http://www.oecd.org/derec/spain/35639035.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70919.pdf
http://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dcdndep/47470919.pdf
http://www.oecd.org/derec/undp/38141451.pdf
http://www.oecd.org/derec/undp/38141451.pdf
http://www.oecd.org/derec/unitedkingdom/35457511.pdf
http://www.oecd.org/derec/unitedkingdom/35457511.pdf
http://www.oecd.org/derec/worldbankgroup/37010607.pdf
http://www.oecd.org/derec/worldbankgroup/37010607.pdf
http://www.oecd.org/derec/worldbankgroup/37010607.pdf


11 

 

 

3. 한국의 개발원조의 평가 

 

한국의 경우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와 유상원조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실시하는 각 기관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가 주를 이루

며, 최근 원조 각 기관 차원의 평가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

다. 세계 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에서는 한국의 각각의 원조 기관

이 자체 평가 지침과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분절

화에 따른 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권고

하였다(25). 이에 한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평

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과 ‘국제개발협

력 통합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가 실시 기관은 다음

의 세계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6). 한국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적절성 항에 추가된 것 외에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2. Evaluation criteria of Republic of Korea 

Relevance: developing countries’ cooperation policy priorities, our governmen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and compatibil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fficiency: Efficiency measures the outputs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 in relation to 

the inputs 

Effectiveness: A measure of the extent to which an aid activity attains its objectives. 

Impact: The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produced by a development intervention, 

directly or indirectly, intended or unintended. This involves the main impacts and effects 

resulting from the activity on the local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other 

development indicators.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is concerned with measuring whether the benefits of an 

activity are likely to continue after donor funding has been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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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에 대한 개발원조 

 

앞서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의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하고, 유

지하려는 일차적 목적을 가진 모든 기관, 사람들, 정책”이라 하였다

(16).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

결 방안을 구성하는 사고의 방법론에서 출발하였는데(27), 그 문제

를 국소적 접근이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의 인과적 

관계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은 

그 속성이 복잡하여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28), 사람들의 

경험과 피드백에 의해 변화하며, 여러 이해 관계자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변하는 정책과 지침에 영향을 받아서 애초 구상하

였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8-30).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 보건 의료 인력, 보건 의료 

정보, 약품 및 의료 기술 공급, 보건 의료 재정, 리더쉽/거버넌스의 

6개의 빌딩 블록 간에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6개의 빌딩 블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으

며 이 상호작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며 최종적인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세계보건기구는 수원국의 건

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원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17). 

2009년 De Savigny와 Adam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시

스템 사고(Thinking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에서 보

건 의료 시스템 각 요소의 개념적 연관성을 밝힌 바 있다(30). 저

자들은 저소득 국가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 어떠한 개입이 가해진다

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개별 성과급 등의 보건의료재정 편성이 

보건의료인력에 영향을 주어 의료의 질을 높이며, 의료서비스 전달

을 개선하며, 약품 공급 및 의료기술을 개선하며, 의료 정보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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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리더쉽 및 보건의료재정에 대

사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De Savigny와 Adam은 한가지 개입

을 설계할 때 보건의료 시스템의 여섯 개 빌딩 블록의 모든 이해관

계자를 고려하여 개입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각 요소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된다.  

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데는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주로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혹은 ‘범분야적 접근(sector-wide approach)’이 강조되었다. 

2011년 Paina 와 Peters는 ‘복합 반응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CAS)’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한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경로를 

기술하였다. 한 사건은 (i) 경로 의존 (Path dependence) (ii) 

되먹이기(Feedback) (iv)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v) 돌발적 행위(Emergent behavior) (vi) 단계의 

전이(Phase transition)를 통하여 다른 시스템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28). 이러한 경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 작은 사건이 시스템 

전체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시스템 

전체의 광범위한 개입이 약간의 변화 밖에 도출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28). 

2010년 Frenk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여가 성공적이려면, 

반드시 건강 결과(health outcome)와 연관되어야 한다. 기존의 몇

몇 질병 중심의 ‘수직적(vertical)’ 접근법과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

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강화하는 ‘수평적(horizontal)’ 접근법으로 

이분되는 전통적 접근법에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사선적(diagonal)’접근법으로의 바뀔 수 있으며, 질

병 중심의 개입이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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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Figure 1. Diagonal approach example: Including oral health 

training in a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gram in Rwanda 

(32) 

 

Figure 1에는 르완다에서는 시행되었던 한 프로젝트 사례를 인용

하였다. 프로젝트 초반의 구강보건에의 제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그 성과 확대를 위하여 영양, 흡연/음주 등의 생활 습관, 모자 보건, 

암/호흡기 질환 등의 만성 질환까지 수평적 접근을 확대하였다. 최

종적으로는 사선적 접근이 되도록 의료 인력 교육을 실시하였다

(32). 수원국의 인프라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질병을 타깃으로 

한 공여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며 수원국 중심의 확

산(scaling up)의 필요성이 제기된다(33).  

사선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2013년 Chee 등은 보건의료시스템 

정육면체(health system cube)를 제시하며 기존 이차원 모델을 탈

피하여 3차원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2차원의 수직적, 수

평적 축에 더하여 프로그램의 투입 요소(input)의 개념이 포함된 

‘성과 동력(Performance drivers)’의 축을 포함하였으며, 이 3차원

의 영역의 투입 요소는 법제와 규정, 기관 구조, 주민의 건강 행동

Adult and pediatric dental health, 

oral surgery, oral pathology, 

periodontology, prosthodontics, 

etc 

Vertical: 

Specific 

to oral 

health 

and 

dental 

medicine 

Horizontal: 

Common risk factors and conditions 

Malnutrition, 

tobacco, alcohol; 

HIV/AIDS, 

cardiovascular 

disease, maternal 

and child health, 

cancer, 

respiratory 

diseases, mental 

health 

Diagonal: 

Address oral health 

and dental medicine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bin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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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33). 지표 구성을 조작적으로 재정의한

다면 다음과 같다(Figure 2). 

X축: 보건의료시스템의 질병 영역 구분에 필요한 변수 

Y축: 보건의료시스템의 여섯 개 빌딩 블록 구분에 필요한 변수 

Z축: 보건의료시스템 내 단기 투입 및 전체 시스템으로의 확산 

Figure 2. Health system support and strengthening in three 

dimensional health system cube, adopted and revised from Chee 

et al(33). 

 

2013년 Chee 등이 제시한 보건의료 시스템 정육면체에서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성과 동력’을 의미하는 Z축에서 보건의료 시스템 

‘지지(support)’와 ‘강화(strengthening)’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33). 여러 가지 단기 프로젝트/프로그램의 투입(input)은 Z축 앞

부분의 보건의료시스템 지지(health system support)로 기술되고 

대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인다. 투입에 의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보건의료시스템 강화(Health System Strengthenin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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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야 하며, 단순한 프로젝트의 투입을 제공하는 것보다 영속적

인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책, 구조,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33). 단순 보건의료시스템 지지에서 강

화로 이행되는 과정은 프로그램의 ‘확산(Scaling-up)’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비용 증대가 아닌 정책, 전략 구조,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17). 

Chee등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와 지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다음

의 기준을 마련하였다(33).  

Table 3. Is it health system strengthening? (33). 

(1) Do the interventions have cross-cutting benefits beyond a single 

disease? 

(2) Do the interventions address policy and organizational  constraints or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the building blocks? 

(3) Will the interventions produce permanent systemic impact beyond the 

term of the project? 

(4) Are the interventions tailored to country-specific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with clearly defined roles for country institutions? 

 

본 기준을 단순히 이해하자면 X축: 보건의료시스템의 질병 영역 

확대, Y축: 보건의료시스템의 6개 빌딩 블록의 영역 확대,  Z축: 프

로그램의 단기 투입(=Health system support) 및 장기 효과 지속

(=Health system strengthening) 및 확대로, 전반적인 정육면체 

부피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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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2009년-2012년 한국정부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원자료 

수집 

분석에 사용된 기관의 프로젝트 보고서 자료는 한국의 세 원조 

기관에서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한 ‘2013년도 연구보고서: 보건 분야 ODA 종합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34). 한국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세 정부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i) 대외

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산하 기관, (ii)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산하 기관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보건

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W) 산하기관으로서, 총 

17 부 정부 기관 중 3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보건의료 공적개

발원조 관련 각 산하기관을 감독하였다. 총괄 및 조정 기구는 국제

개발협력위원회(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가 담당하는데, 국무총리, 각부 관계 장관, 시행

국가기관 및 비정부 기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5인이 담당한다

(35). 2010년 1월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는 법제

가 제정되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서 내 평가(inter-agency 

evaluation), 부서간 평가(intra-agency evaluation) 및 부서간 합

동 평가(intra-agency joint evaluation) 형태로 이루어진다(36).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의 주관기관



18 

 

 

으로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행을 점검한다(37). 총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원조에 협력하게 되는데, 이 중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

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에 설립되었

으며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담당한다. 2007년 설립된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은 원래 대북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담당하였으나 현

재 저개발국가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함께 담당한다(38).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원조 인도를 

위한 공여의 조화(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각 부처간, 국가간, 기관간의 중복 

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

을 극대화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쳐 승인된다(39). 

사업 2년전 사업 발굴,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산 지원을 결정

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비사업계획안을 각 부처간 발굴, 취합, 공유

하며, 무상 원조/유상 원조 종합 예비검토를 거쳐서 이듬해 사업계

획을 협의, 조정하며 예산심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39).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 사업은 대학, 비정부기구 등의 외주 발주로 이루어지

며 주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승인된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으로는 2006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

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후 형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리 선언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아젠다의 큰 변화

를 가져왔고 원조 공여국 및 수원국 간 국가 단위의 평가를 통하여 

그 전후 원조의 차이를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업 전 2년간의 

예비 검토제를 고려하여 2008년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총 54개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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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4). 각 기관에 요청하여 사전조사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

종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를 획득하였다. 원자료를 획득한 후 연구자

들은 연구 흐름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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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54 ODAH projects of Republic of Korea from 2009 to 2012,  

No Agency Recipient country Project name Starting 

year 

Ending 

year 

Budget (USD) 

1  EDCF Bosnia/Hercegovina The phase II of hospitals modernization project 2009  2012  5,000,000  

2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provision to Pleiku city general hospital project 2009  2010  3,000,000  

3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provision to Ha Trung district general hospital in Thanh Hoa project 2009  2010  3,000,000  

4  EDCF Bosnia/Hercegovina The Phase III of hospitals modernization project 2009  2011  5,000,000  

5  EDCF Indonesia Strengthening of teaching hospitals in Indonesia 2010  2014  24,000,000  

6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supply to Lai Chau provincial general hospital project 2010  2012  1,000,000  

7  EDCF Laos The procurement project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the 109 hospital 2010  2011  2,803,000  

8  EDCF Mozambique The construction of Quelimane central hospital project 2011  - 45,000,000  

9  EDCF Uzbekistan Medical device supply to cardiac surgery center project 2011  - 10,000,000  

10  EDCF Vietnam Yen Bai general hospital construction project 2011  - 45,000,000  

11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supply to central region center for nuclear medicine and radiotherapy at Danang hospital project 2011  - 10,000,000  

12  EDCF Indonesia Improvement of H. Adam Malik hospital in Medan project 2012  2014  30,000,000  

13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supply to Ca Mau general hospital project 2012   29,93,000  

14  EDCF Vietnam Medical equipment supply to Lao Cai general hospital project 2012  2013  13,600,000  

15  KOFIH 19 countries International medical training program: 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 2009  2013  8,117,647  

16  KOFIH Uzbekistan Medical-Social Center(maternal-child health center) 2009  2011  627,929  

17  KOFIH Sri Lanka Tangalle preliminary care unit strengthening 2010  2011  933,532  

18  KOFIH Laos Integrated service of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  2010  2013  5,623,244  

19  KOFIH Cambodia Integrated service of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  2011  2013  3,371,097  

20  KOFIH Philippines Tuberculosis control support project 2011  2013  1,596,829  

21  KOFIH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edical equipment support project  2011  2012  132,239  

22  KOICA Côte d’Ivoire Strengthening of therapeutic capability on Bruli ulcer in Côte d’Ivoire 2009  2011  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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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gency Recipient country Project name Starting 

year 

Ending 

year 

Budget (USD) 

23  KOICA Colombia Program for integral improvement of health services in the municipality of Quibdo, department of Chocó, Colombia 2009  2011  2,000,000  

24  KOICA Peru Improvement of the Laura Rodriguez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in Comas 2009  2010  2,500,000  

25  KOICA Laos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hospital project i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2009  2011  3,500,000  

26  KOICA Kazakhstan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cancer diagnosis, treatment and management of cancer hospital in Kazakhstan 2009  2011  2,000,000  

27  KOICA Palestine Strengthening primary health care in Jenin 2009  2011  3,000,000  

28  KOICA Paraguay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a general hospital in the district of Santa Rosa, province of San Pedro 2009  2012  5,450,000  

29  KO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alaria prevention and control in 5 health zones of Bandundu provinc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09  2010  1,881,468  

30  KOICA Niger Strengthening epidemiologic surveillance and response against meningococcal meningitis in Niger 2009  2010  1,603,774  

31  KOICA Uzbekistan Quality improvement of medical care rendering to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2010  2012  277,391  

32  KOICA Nepal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 in Nepal 2010  2012  1,000,000  

33  KOICA Guatemala Program for the reduction of maternal and neonatal mortality rate in Guatemala 2010  2012  3,000,000  

34  KOICA Côte d’Ivoire Support to fistula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the center, north and west regions of Cote d‘Ivoire 2010  2013  1,700,000  

35  KOICA Camero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edico-surgic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Yaounde 2010  2014  3,930,000  

36  KOICA Cambodia The project for the strengthening Seam Reap provincial hospital services 2010  2012  3,300,000  

37  KOICA Papua New Guinea PNG health intervention project: strengthening district health system 2010  2014  5,500,000  

38  KOICA Philippines The project for improving public health and tuberculosis control in Cavite, Philippines 2010  2013  3,000,000  

39  KOICA Bangladesh Home-based maternal & newborn care interventions to accelerate progress towards achieving MDG-4 2010  2013  2,000,000  

40  KOICA Peru The establishment of a dental clinic at the universidad nacional de San Antonio Abad del Cusco, Peru 2010  2014  2,000,000  

41  KOICA Sudan Second phase of the project for combating schistosomiasis in Sudan 2011  2014  1,800,000  

42  KOICA Ethiopia TB prevention & control in Addis Ababa 2011  2014  2,800,000  

43  KOICA Peru Improvement of the Laura Rodriguez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in Comas 2011  2014  2,500,000  

44  KOICA Ethiopia The project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 family planning capacity development in Tigray national regional state, 

Ethiopia 

2011  2014  2,000,000  

45  KOICA Guatemala The project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Huehuetenango national hospital on maternal and infant health in 

Huehuetenango, Guatemala 

2011  2015  4,500,000  

46  KOICA Ghana Project for controlling water borne diseases in Volta region, Ghana 2011  2014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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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gency Recipient country Project name Starting 

year 

Ending 

year 

Budget (USD) 

47  KOICA Myanmar Establishment of laboratory for research on communicable disease 2011  2014  3,000,000  

48  KOICA Cambodia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capacity of Batheay referral hospital in the district of Batheay, province of Camponcham 2011  2014  3,500,000  

49  KOICA Nepal The project for health services improvement in Tikapur, Nepal 2011  2014  5,500,000  

50  KOICA Cambodia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Preah Ang Duong eye hospital referral, training and ophthalmic research 2011  2014  5,500,000  

51  KOICA Vietnam Project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health insurance legislation, policy, and management in Vietnam 2011  2013  800,000  

52  KOICA Bolivia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ystem in Oruro, Bolivia 2012  2016  10,000,000  

53  KOICA Bangladesh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graduate nursing university in Bangladesh 2012  2018  12,800,000  

54  KO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alaria prevention and control in 5 health zones of Bandundu provinc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12  2014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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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diagram of ODAH project evaluation   

 

 

 

 

 

 

 

 

 

 

Abbreviations: OPC, Office for governmental Policy Coordination; 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FIH,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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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Evalu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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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overnmental, inter-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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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Reporting evaluation results 

- Review of OECD/DAC Evaluation guidelines 
- Review of reports applying OECD/DAC evaluation guidelines of global aid agencies 

- Review of evaluation guidelines of Korean aid agencies 

-Modeling Korean evaluation criteria adjusting OECD/DAC evaluation criteria from external evaluators  

-Modeling participatory evaluation framework 

-Inter-governmental, inter-agency consensus for evaluation design: criteria, indicators, framework, data 

collection methods, and eligibility of ODAH projects 

-Participatory consensus from OPC, MOSF, MOFA, MW, EDCF, KOFIH, KOICA and external evaluators 

-Gathering information, analysis, evaluation, and building consensus 

-Confrontational Delphi-technique based consensus evaluating each project (repeated workshops among 

external evaluators until reaching consensus, five-rounds) 

-Internal validity: selection-complete enumeration of all 2009-2012 projects basically, repeated consensus for 
evaluation result among external evaluators, controlling gaps between each program report and real program 

implementation: interviewing development donors and recipients 

-External validity: on-site evaluation by central and peripheral health officers for sampled projects in recipient 

countries 

-Disseminating evaluation results 

-Inter-governmental, inter-agency consensus on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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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 준거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 제시한 5개 평가기준을 사용하였다(40).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가능성의 5대 평가기준은 양자 및 다자 국제 협력기구, 

비 정부 기구 및 여러 개발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41). 

한국은 2009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

조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받아들여 공통의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모든 

부처와 정부 기구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아직 평가 역량, 평가 범위

와 기법,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 측면에서는 

선진 공여국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42).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

여서 보건의료 평가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기존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평가에 사용된 지표를 참고하

였다. 보건의료 프로젝트의 성과는 그 평가 결과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어서 평가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세부 하위 지표는 

Table 5에 기술되어 있다. 5개 지표 중 개발원조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두 가지인데, 직접적, 단기적 효과를 보는 효과성과 간접적

이고 장기적 효과를 보는 영향이 있다. 만일 프로젝트 효과성이 그 

적절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때 영향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43).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였는데, 본 평

가는 시작 1-4년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성과

의 영향 혹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평가 체계와 같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협

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목표, 국가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의 부합하

는 정도나 한국 정부의 정책,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 부합하

는지를 평가하는 목적의 적절성(relevance of objectives)과 평가 

대상의 내용이 문제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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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이에 비추어 관련 계획 및 추진 방법은 적절하였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relevance of design)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24, 44). 수원국 입장에서 프로젝트 평가 방식

은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 및 총괄 평가(summative 

evaluation)방식이 모두 차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양적 측정

(quantitative measure)과 질적 측정(qualitative measure)을 모두 

사용하였다. 

평가 방법의 마련 및 평가 준거를 확정하기 전 각 정부 부처간, 

각 정부 기관간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2013년 6월 21일 착수 회의, 

7월 12일 사업분류기준 및 수집 방식 논의, 7월 27일 평가사업대상 

확정, 10월 8일 평가기준 확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복지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조정 절차를 거쳤다. 수 차례에 미팅 

후 평가팀은 지표 및 평가사업대상,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

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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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evaluation criteria from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CIDC)of 

Republic of Korea and modified criteria of this study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for integrated evaluation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of Korea 

(2009. 12. 31) 

Modified evaluation criteria for this study Data source/measure 

Relevance ① Consistency with needs, development objectives,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policies and priorities of partner 

country 

② Consistency with Korean foreign policy and priorities  

③ Consistency with MDGs, Paris declaration or with other 

global donors’ strategies 

④ Do these results contribute to the overall goals? Were the 

planning and design appropriate? 

 

Relevance of objectives 

① Consistency with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of partner country 

② Consistency with Korean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③ Consistency with MDGs, global priorities, and burden or prevalence of 

diseases of targeted country/region 

④ whether the aid activities are directed towards groups or areas accorded 

high priority 

⑤ Whether the actor measure needs of targeted beneficiaries /country 

appropriately 

⑥ Consistency with development priorities of partner country 

⑦ Harmonizing with MDGs, Paris declaration or with other global donors’ 

strategies without overlapping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MDG indicators 

Global burden of diseases, health 

metrics 

Recipient Ministry of Health, 

health indicators 

WHO database 

WB database 

USAID database 

INGO database 

Relevance of design 

① Is the planning and design of development project logical and coherent? 

② Is the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 have participation process of 

partners/beneficiaries? 

③ Were the implementing agencies including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PMC) and construction management (CM) appropriate for this 

project? 

④ Was the design of project including duration, budget, or scale appropriate 

to meet goals and objectives?   

Baseline study 

Mid-term report 

Final report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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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for integrated evaluation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of Korea 

(2009. 12. 31) 

Modified evaluation criteria for this study Data source/measure 

Efficiency ① Is there more cost-effective way to achieve goals? 

② Could it have been done same, more cheaply? 

③ Could it have been done better with same resources? 

④ Was the project completed within a planned period of 

time? 

⑤ Was the project managed through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process? 

① Was the project completed within a planned period of time and planned 

budget? 

② Was there efficient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③ Was the implementing agency work efficiently in planning, budgeting, and 

managing human resources? 

④ Was there any factor improving or tackling efficiency? 

⑤ Did the project use appropriate technology for beneficiaries? 

⑥ Was the governance of partner country efficient? 

 

Baseline study 

Mid-term report 

Final report 

Evaluation report 

Interview and online survey 

 

Effectiveness ① Do these results contribute to the intended outputs and 

outcomes?  

② The reason of success or failure 

 

① Was the intended output achieved? 

② Was the intended outcome achieved? 

③ Was there any defect in granted equipment or facilities? 

④ Is equipment being used for the right purpose? 

⑤ After the training program, do the trainees use knowledge and skills what 

they learned? 

⑥ The reason of success or failure 

⑦ Is there unintended results by external effect? Any differentiator from 

intended results? 

⑧ Did risk management effective with unintended risks?  

Baseline study 

Mid-term report 

Final report 

Evaluation report 

Interview and online survey 

 

Impact ① What was the impact on region/society/economy/ 

environment/culture? 

② How the direct and indirect beneficiaries feels about the 

impact of the project? 

③ Was the project contribute to development competencies 

and improve system of partner country? 

④ What is the counterfactual? 

⑤ Did the project measure the impact of intended changes? 

① Did the short-and long-term outcome and output achieved? Or expected 

to being achieved? (regarding impact on 

region/society/economy/human/environment/culture/gender) 

② Was there indirect outcome? (regarding impact on 

region/society/economy/human/environment/culture/gender) 

③ Was the project contribute to competencies of beneficiaries directly or 

indirectly? 

 

Baseline study 

Mid-term report 

Final report 

Evaluation report 

Interview and 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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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for integrated evaluation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of Korea 

(2009. 12. 31) 

Modified evaluation criteria for this study Data source/measure 

Sustainability ① Does the beneficiaries still need and prioritize the project? 

② Does the beneficiaries/country have local ownership of 

project activities? 

③ Does the project activities harmonize with recipient 

social/cultural context? 

④ Is the technical assistance of project applicable by 

domestic educational and technical capacity? 

⑤ Is there any negative influences on natural environment? 

⑥ Does the country/recipients/beneficiaries have enough 

finance to maintain the results? 

⑦ Does country/recipients/beneficiaries have effective 

system to maintain the results? 

① Will results/benefits continue after Korean involvement ends?  

② Was there appropriate exit strategy? 

③ Are there domestic policy and system conductive to maintenance of 

results? 

④ Does country/recipients/beneficiaries have effective system, human 

resources, and policies to maintain the results? 

 

Baseline study 

Mid-term report 

Final report 

Evaluation report 

Interview and 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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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준거와 평가 등급 시스템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소통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의 여러 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45). 여러 

평가 이론에 따라 평가 준거(evaluation criteria)별로 프로젝트 결

과의 수준(evaluation standard)에 따른 평가등급(evaluation 

rating) 시스템을 차용하였다. Table 6에는 프로젝트 평가 기술의 

결과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가로축은 프로젝트 평가 준거, 세로축

은 프로젝트 결과 수준 및 그 등급을 의미한다(45, 46). 본 연구에

서는 2차원의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였다(Table 6). 

첫 번째 단계에서는, 1개의 개발협력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 모든 

하위 지표가 고려되었다.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에는 7개의 하위 

지표가,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에는 4개의 하위 지표가, 효율성은 

4개의 하위 지표, 그리고 효과성은 총 9개의 하위 지표가 있다. 예

를 들면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 평가 준거에는 7개의 하위 지표가 

있는데, ① 수원국 빈곤 감소 개발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에 부합하는가?; ② 한국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우선순위 정책에 부합하는

가?; ③ 국제적 개발목표 (예: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우선순위, 해당 국가의 사망률/질병 부담, 혹은 지역 유병률

과 부합하는가?, ④ 사업 대상 혹은 사업 지역 선정이 적절하게 이

루어졌는가?; ⑤ 원조 수요(수혜자 및 협력국)를 측정하였는가?; ⑥ 

수혜자의 우선적 원조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⑦ 사업추진 방향 및 

정책이 국제개발파트너의 개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가(중복되지 

않는가)? 의 하위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Table 5).  

첫번째 평가는 각 하위 지표의 3개 등급 평가로 수행되었다. 프로

젝트 목표의 적절성 평가 준거 각 하위 지표 중 첫 번째 하위 지표

인 “수원국의 빈곤 감소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가?” 에 대하여 ‘부

합함(Satisfactory, O)’, ‘절반 부합(Half meets, △)’, ‘부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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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Unsatisfactory, X)’, ‘평가 불가(Not applicable, N/A)’로 평가하

였다. ‘부합함’은 수원국의 빈곤감소개발전략에 잘 부합하며 프로젝

트 계획시 빈곤감소개발전략에 부합 여부가 잘 조사되어 있을 경우, 

‘절반 부합(△)’은 수원국의 빈곤감소개발전략에 대체로 부합한 경

우, ‘부합하지 않음(X)’은 수원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거나 프로젝

트 계획시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 추후 면접 조사에서도 조사 시행

의 근거를 발견치 못한 경우, ‘평가 불가’는 결측치인 경우 처리되었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 지표 7개의 등급을 취합하여 전체 상위 

지표의 등급을 평가하였다. 평가 상위 지표는 총 5개 등급으로 평가

되었는데, 5=매우 우수함(Highly satisfactory); 4=우수함

(Satisfactory); 3=보통(Hard to say); 2=미흡함(Unsatisfactory); 

1=매우 미흡함(Highly unsatisfactory); 평가 불가(Not applicable , 

N/A)으로 평가되었다(Table 6). 결측치 처리한 경우, 부적절한 결

과에 대한 보고 누락에 따르는 보고 오류(reporting error)에 해당

될 경우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다면 얻어질 추정 평가 점수와 비

교해 볼 때, 결측 처리시 최종 효과인 평균 점수화 회귀 경향에 의

해, 최종 전체 평가점수가 평가 불가 항목을 제외시켰을 때 보다, 

평가 결과를 상향시키는 바이어스의 방향이나 이는 모든 사업에 균

등하게 적용되므로 평가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 규칙으로 적용

하였다. 

Table 6. Criteria and standards of values in evaluation (example) 

Standards 

Of value 

(rating) 

Criteria of Value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Sustainabi

lity 

5. Highly 

satisfactory 
     O 

4. Satisfactory  O  O   

3. Hard to say O    O  

2. Unsatisfactory   O    

1. Highly 

un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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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변수: 프로젝트 평가 결과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 5명의 외부 평가자가 54개의 대상 프

로젝트를 평가하였다. 5명의 외부 평가자는 모두 국무총리실, 외교

부, 보건복지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과 연관이 없는 독립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학, 보

건 역학, 보건 정책, 국제학, 의료 정책 등 전공 분야가 다양하였다. 

각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2013년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

제보건의료재단 각 기관의 사업담당자를 면담 및 설문 조사하여 부

족한 정보를 보완하였다. 2013년 10-11월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및 

보건부 관계자에게 전체 설문을 수행하여 프로젝트 평가결과를 대

조하였으며, 2013년 10월 22일~ 11월 1일 중 원조가 다량 이루어

진 베트남, 라오스, 네팔 국가를 방문하여 합동 평가 형태로 방문하

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보건의료 전문가 5인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5회에 

걸친 대면 델파이 워크숍을 통해 각 회차에는 이전 대면 워크숍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도출된 의견이나 정보, 분석결과

를 첨부해가는 방식으로 개발협력위원회의 준거를 합의하고 평가를 

적용하였다. 질문과 결과 제시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처음에는 이

질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의견 및 판단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

지 평가를 지속하였으며 최종 합의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자료원은 대국민 공개된 자료로 윤리 심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2. 독립 변수 및 교란 변수 정의 

 

(1) 독립 변수: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의 보건의료시스템 투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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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젝트 내의 여러 가지 투입 요소의 특징은 Figure 3 의 

보건의료시스템 정육면체 중 이차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X 축은 각 요소가 투입되는 질병 영역(Disease 

categories)은 감염성 질환(Communicable disease), 모자보건 

(maternal-neonatal-child health),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응급/재난(Emergency/ disaster), 미분류(Unclassified) 

로 나뉘었는데, 이는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정육면체의 질병프로그램 

영역이 결핵,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접종, 가족계획으로 사분되어 

있어 감염성 질환, 질병예방 및 모자 보건에만 국한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및 응급/재해 분류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개발원조 사업 내 감염성 질환에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말라리아, 기생충, 뇌수막염,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였고, 모자보건 영역에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어린이 건강증진이 포함되었다. 만성질환 

분야는 심혈관 질환, 암성 질환이 포함되었으며 응급/재해 부분은 

응급의료체계 강화, 재난시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여러 

영역을 망라한 포괄적 지원 사업도 다수를 차지하여서 사업을 한 

가지 질병 분류로 분류할 수는 없었으며, 복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Y축은 앞서 언급한 보건의료시스템 에 따른 각 보건의료시스템의 

빌딩 블록 영역으로 의료서비스 전달, 의료인력, 보건의료정보, 약품 

및 의료기술 공급, 보건의료재정, 및 리더쉽/거버넌스의 6 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에 예산집행 여부를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수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2013 년 Yuasa 등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105 개 프로젝트 중 보건의료시스템 

영역을 분류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Yuasa 의 분류 형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Table 7 에 기술하였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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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criteria of health system component in six 

building blocks in each project, adopted from Yuasa, 2013 

Building 

blocks 

Contents 

Inputs and contents 

Service 

delivery 

Health facilities, inpatient ward, readiness, and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of service delivery system 

Promotion of awareness of service demand 

Public health education targeting 

Capacity development of health volunteers 

Health 

workforce  

Strengthening of supply system of health workforce 

Capacity development of health workforce (training, workshops, et cetera) 

Supervision 

Health 

Information 

System 

Production, collection, analysis and use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and 

data (monitoring and evaluation)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al materials 

Dissemination and advocacy of the results (homepage on web, newsletter, 

seminar, et cetera) 

Conduct of health research 

Medical 

products, 

vaccine and 

technologies 

Medical products 

Vaccines 

Appropriate technologies 

Strengthening of logistic supply system 

Health 

Financing 

Collection of finances 

Pooling of finances 

Purchasing of resources 

Incentives 

Leadership 

and 

governance 

Capacity development for decision mak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 

Capacity development for administration, oversight and guidance 

Strengthening of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Establishment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networks 

 

다빈도 실행 영역에는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및 기자재 지원, 

유지보수, 백신/약품 제공, 초청/현지 의료인력 교육, 의료기술 

컨설팅, 주민 교육,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 보건행정지원, 학술대회 

개최, 보건소/병원 경영/관리 지원, 의료정책 지원, 의료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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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연구, 교재 제작,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프로젝트 평가 등이 포함되었고, 이 역시 다각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6 개 빌딩 블록 영역에 복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투입 여부는 각 6 개 영역에 투입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례로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사업의 경우 모자보건, 감염성 질환, 

응급/재난에 해당하였고, 의료서비스 전달, 의료인력, 의료정보 

시스템, 리더쉽/거버넌스 영역 부분의 예산지원이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영역에 복수 입력하였다.  

 

(2) 수원국의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환경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지표는 Table 8에 

기술되어 있다. 보건의료시스템 빌딩 블록의 첫 번째 범주인 

의료서비스 전달 지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지표인 (i) 임산부 중 산전진찰을 1회 이상 진찰받은 

비율, (ii) 1세 소아의 DTP3 예방접종율8, (iii) 결핵 신환의 완치율,  

(iv)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 및 (v) 보건진료소 수, (vi)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를 포함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는 인구 1만명당 

외래 환자수, ‘의료서비스 가용성 및 준비도 평가도구(Service 

Availability and Readiness Assessment)’를 사용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였으나 현재 평가 완료된 국가 중 한국 개발원조의  

대상국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2010년 이루어진 해당 국가의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으나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는 기존 자료가 부재하여서 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 시작 1-2년 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체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건강 계측 

                                                           

8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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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9에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등 

일부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의료인력 관련 변수 중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조산사 수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의 

세계 건강 계측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 시작 

1-2년 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역시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의료정보 관련 변수는 세계보건기구의 

‘의료메트릭스 네트워크(Health metrics network)’ 10 에서 조사한 

의료정보시스템 자원 평가, 의료정보시스템 지표 평가, 의료 

정보원에 대한 평가, 데이터 관리 항목 평가, 데이터 질에 관한 

평가, 데이터 공개 및 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6개 항목을 총괄 

평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의료정보 변수에서 반수 가량의 

국가는 데이터가 부재하였는데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네팔,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우즈베키스탄의 

13개 국가는 자료가 부재하였다.  

네 번째 범주인 약품 및 기술 공급 중 사용된 변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4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및 가격 

지표, 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있는지 여부, 해당국가의 

질병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의료기술 리스트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섯 번째 범주인 보건의료재정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자료원을 

이용하였다. 국민총생산 대비 보건의료비용 지출 비율, 정부 총 

지출 대비 정부의 보건의료비용 지출 비율, 총 보건의료비용 지출 

중 본인부담금 지출 비율을 조사하였다.  

                                                           

9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apps.who.int/gho/data/node.imr 
10 Health metrics network http://www.who.int/healthmetrics/en/ 

http://apps.who.int/gho/data/node.imr
http://www.who.int/healthmetric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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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범주인 원조 수원국의 리더쉽/거버넌스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의 

6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세계은행은199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15 개국의 거버넌스 지표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0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11 세부지표로는 발언권과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전성과 폭력성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의 수준(Rule of Law), 부패의 제어(Control of 

Corruption)이 있는데 2010 년 Kaufmann 은 각 세부지표 당 

국가에 해당하는 추정치가 -2.5 에서 2.5 사이에 분포하도록 

제시하였다(48).

                                                           

11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wide-governance-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wide-governance-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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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st of recommended health system core indicators adopted and revised from WHO (18) and World Bank 

Recommended HS indicators from WHO Indicators of this study Data sources 

1. Health Service Delivery   

Universal access to antenatal care: at least one visit (%) Universal access to antenatal care: at least one visit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DTP3 immunization coverage among 1-year-olds (%) DTP3 immunization coverage among 1-year-olds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Treatment success rate for new TB cases (%) Treatment success rate for new TB cases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Number and distribution of health facilities per 10 000 population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ospitals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ealth Post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Number and distribution of inpatient beds per 10 000 population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visits per 10 000 population per 

year 

N/A Routine health facility reporting system, 

Population-based surveys  

General service readiness score for health facilities Only a few countries Health facility assessments 

Service Availability and Readiness Assessment 

Reports 

Proportion of health facilities offering specific services 

Number and distribution of health facilities offering specific 

services per 10 000 population 

2. Health Workforce   

Number of health workers per 10 000 population Physicians (per 1,000 people) 

Nursing and midwifery (per 1,000 population)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Distribution of health workers by occupation/specialization, region, 

place of work and sex 

N/A 

Annual number of graduates of 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per 100 000 population, by level and field of education 

N/A Routine administrative records from individual training 

institutions. In some cases, data may be validated 

against registries of professional regulatory bodies 

where certification or licensure is required for 

practice 

3. Health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index Assessing national HIS resources (%) 

Assessing national HIS indicators (%) 

Assessing national HIS data sources (%) 

Assessing national HIS data management (%) 

Assessing national HIS data quality (%) 

Assessing national HI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use (%) 

HIS Total score (%) 

Health metric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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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sential Medicines/Health technology   

Average availability of 14 selected essential medicines in public 

and private health facilities 

Median availability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 Private 

Median availability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 Public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Median consumer price ratio of 14 selected essential medicines in 

public and private health facilities 

Median consumer price ratio of selected medicines 

Median consumer price ratio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Public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policy  

Types of lists recommending health technology for high burden diseases 

5. Health Financing   

Total expenditure on health Health expenditure, total (% of GDP)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health as a proportion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GHE/GGE) 

GGHE as %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atio of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s for health to total 

expenditure on health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6. Leadership and Governance   

Policy index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World Data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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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형성과 관련된 변수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된 기타 요인을 조사하였다(Table 9). 

프로젝트 시작 연도,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무상원조, 유상원조), 

프로젝트 실행 기관(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목표 단위 지역(국가 단위/도 단위/군 

단위/마을 단위),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양자/다자 협력 여부 및 

이에 따른 각 프로젝트 예산을 조사하였다. 2012 년 기준 세계은행 

분류에 따른 세계 지역 분류(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오세아니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2010 년 

세계은행 기준 각국의 소득 수준 분류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 지역 및 국가 

소득 변수는 수원국 관련 변수 혹은 공여국의 정책과 관련된 

변수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4) 수원국, 공여국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변수 

 

A. 수원국 관련 변수 

 

Table 9 에 수원국 관련 변수를 제시하였으며 2010 년 세계은행 

자료를 참고로 하여 총 인구수, 각국의 1 인당 국민총소득12, 외국의 

직접투자의 순유입 이 국내총생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 순비율(net ODA/GNI, %)이 포함되었다. 

수원국의 경제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첨단 

기술 수출 상품이 수출품목 중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12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purchasing-power-parity(current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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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인프라의 품질 13 은 세계경제포럼 14 조사 결과로서 

1=‘극도로 낙후됨’ 에서  7=‘국제기준에 맞게 잘 개발되어 있고 

효율적’사이의 값을 가진다. 

수원국의 식자율(literacy rate),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실업률의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B. 공여국 및 전세계 공여 관련 변수 

 

Table 9 에 공여국 및 전세계 공여 관련 변수를 제시하였으며 

프로젝트 시작 년도의 수원국에 대한 수출액, 수입액을 

조사하였으며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49). 해당연도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는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자료원을 이용하였다(50). 해당 년도의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총 

공여액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정책관실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15 

전세계 공여 관련 흐름으로서 해당 년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의 원조 총액을 조사하여 사용하였다(51).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의 원조는 대체로 전 세계 

원조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14 World Economic Forum Opinion Survey 
15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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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ist of variables affecting project outcomes 

Contents Variables 

Project formative 

factors 

Implementing year of projects 

Duration of projects 

Classification by major area of the world (Africa, 

Sub-Saharan Africa, Asia,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ceania, N/A) 

World Bank Income Group (Low, Lower-Middle, 

Upper-Middle, N/A) 

Type of ODAH (Grant/Loan) 

Channel of ODAH (Bilateral, 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y (EDCF, KOFIH, KOICA) 

Targeted Health System level (National, Province level, 

district level, village level, N/A) 

Recipient context 

factors 

Total population, GNI per capita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  

Net ODA received   

Agriculture (% of GDP) 

High-technology exports (% of total exports)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WEF  

Literacy rate, adult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Unemployment 

Donor/Global 

context factors 

Global OECD/DAC total aid of the year  

Total ODA from Korea  

Amount of export from Korea  

Amount of import from Korea  

Overseas direct invest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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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틀 

결과 변수, 독립 변수 및 교란 변수로 구성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Figure 4와 같다.  

 

Figure 4. Stud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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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시스템 개발원조-효과 모델 구축 및 통

계적 분석 

 

(1)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원조효과 설명 모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개념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2011 년 

런던 위생 열대의학의 Balabanova 는 글로벌 보건의 관점에서 

수원국의 보건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 개선에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고려하였던 포괄적 보건의료 원조의 요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i)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ii) 보건의료 

외 시스템 (iii) 민간 기관 (iv) 공공 기관 (v) 수원국의 국내 상황 

(vi) 국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 평가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본 여섯 가지 그룹의 변수를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는데, 민간/및 공공의료기관 지표는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내 중복된다고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i) 

보건의료 시스템 지지와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변수; (ii) 

수원국의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지표; (iii) 수원국의 보건의료 

외 시스템 및 국내 요인; (iv) 공여국(한국) 및 세계 정세 요인 

영역으로 나눠서 구분하였다. 본 변수가 공적개발원조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a). 

 

 

 

보건의료시스템 지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가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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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개념적인 모형을 같이 고려하였다(b).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의는 건강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 

및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수원국의 국내요인 

변수, 세계 정세와 관련된 변수, 공여국 관련 변수 중 일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실질적 변수 조사 후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관련 변수와 

수원국의 국내 요인 변수, 세계 정세와 관련된 변수, 공여국 관련 

변수가 실질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Table 25). 

다중공선성 확인에 있어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test, VIF)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원국 및 공여국 관련 변수가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성요소 지표와 10 이상의 값을 보여서 

보건의료시스템 구성요소 지표는 보건의료환경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을 대부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수정된 조작 모형은 다음과 같다. (c) 

 

 

 

이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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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dified Conceptual Framework used for research 

(revised and reprinted from (52)) 

 

 

 

 

 

(2) 통계적 분석 

 

한국의 대외보건의료 원조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한 차이 및 예산 

현황을 기술하였다. 총 54개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수원국의 특성, 

공여국의 특성,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일반적 현황, 원조 현황

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변수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인 목

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변수인 원조지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보건의료 원조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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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수원국의 

특성, 공여국의 특성,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일반적 현황, 원조 

현황에 따라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차이

가 있는지 독립 T 검정과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보건의료시스템 여섯개 빌딩 블록 지원-의료 서비스 전달, 의료

인력, 의료정보시스템, 약품 및 기술 공급,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

버넌스 내 예산 분배 여부가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또한 많은 영역에의 예산 분배가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존 보건의료시스템 환경 요소와 원조 공여의 시스템 요소가 상호작

용하는지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 모형에서 탐구하였다. 본 연

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5%의 유의수준으로 설정하고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2.1(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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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한국 보건의료원조 프로젝트의 일반적 특성  

 

(1)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연구대상 프로젝트는 총 54 개로 그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0 에 

기술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이루어진 프로젝트 단위 

금액은 증가하였다(p = 0.036). 1 개 프로젝트의 평균 사업기간은 

1 년 9.72 개월 가량으로 최단 1.0 년, 최장 3.0 년까지 분포하였다. 

사업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p = 0.057). 총 

프로젝트 중 55.56%의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 21.22%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되었다(Table 10, Figure 6). 

대부분의 보건의료 프로젝트 중 88.33%는 저소득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였다(Table 10, Figure 6). 74.07%의 프로젝트는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25.93%의 프로젝트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그 예산 차이가 유의하였다(p<0.001). 

48.15%의 보건의료 프로젝트의 지역 단위는 주 단위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8.89%의 프로젝트는 군 단위 혹은 그 

하부인 마을 이하의 단위를 목표로 하였다. 지역단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예산 차이는 없었다(p = 0.806). 보건의료원조의 

9.26%만이 다자 원조(multilateral aid)방식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90.74%의 원조는 양자 원조(bilateral aid) 방식으로 지원되어서 

이는 양자원조비율이 평균 70%가량인 다른 OECD/DAC 원조국보다 

높았으나 수가 적어 유의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한국국제협력단이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33 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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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61.11%) 다음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4 건(25.9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7 건(12.96%)을 수행하였다. 유상 원조 

기관인 수출입은행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단위 사업당 사업비는 

평균 14,314,000 US$로 가장 높았으며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단위 사업당 사업비는 3,395,231 US$,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단위 사업비는 2,914,645 

US$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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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rojects, 

2009-2012  

Characteristic Number of project 

(percent) or  

Mean ± S.D. 

Mean of 

project budget 

(US$) a 

P value 

for budget 

difference 

Mean budget 54 (100.00) 6,163,725  

Implementing year of projects   **0.036b 

     2009 15 (27.78) 3,225,387  

     2010 15 (27.78) 4,004,477  

     2011 18 (33.33) 8,388,898  

     2012 6 (11.11) 12,232,166  

Duration of projects 1.81 ± 0.58  *0.057b 

Classification by major area of the 

world by World Bank, 2012 

  *0.090b 

Africa 7 (12.96) 2,363,387  

Sub-Saharan Africa 5 (9.26) 6,890,867  

Asia 30 (55.56) 5,000,000  

Europe 2 (3.70) 3,993,75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8 (14.81) 5,500,000  

Oceania 1 (1.85) 10,800,755  

N/A 1 (1.85) 8,117,647  

World Bank Income Group   *0.081b 

Low 16 (29.63) 6,099,050  

Lower-Middle 29 (53.70) 7,004,783  

Upper-Middle 7 (12.96) 3,000,000  

N/A 2 (3.70) 5,558,824  

Type of ODAH   ***<0.001c 

Grant 40 (74.07) 3,311,129  

Loan 14 (25.93) 14,314,000  

Channel of ODAH   0.412c 

Bilateral 49 (90.74) 6,501,020  

Multilateral 5 (9.26) 2,858,234  

Development agency   ***<0.001b 

EDCF 14 (25.93) 14,314,000  

     KOFIH 7 (12.96) 2,914,645  

     KOICA  33 (61.11) 3,395,231  

Targeted Health System level   0.806b 

     National level 6 (11.11) 7,672,167  

     Province level 20 (37.04) 6,239,416  

     District level 16 (29.63) 5,408,876  

     Village level 5 (9.26) 2,486,448  

N/A 7 (12.96) 9,006,511  

Data are presented number and percentage (%)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FIH,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 The exchange rate is approximately 1,100 Korean won for 1 US dollar 
b p value from ANOVA 
c p value from unpaired T test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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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projects of Republic of Korea,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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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La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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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가 수행된 수원국의 특성 

 

한국의 대외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평균 인구는 5 천 2 백만 

가량이었고 인구 1 천만 미만 국가가 15.38%, 인구 1 천만-1 억 

사이인 국가가 79.92%, 1 억 이상 인구 국가가 7.69%였다(Table 

11). 한국 대외원조 수원국의 2010 년 평균 1 인당 국민총소득은  

5088.8 불로 당시 전세계 평균인 12531.7 불의 절반에 못 미쳤으며 

아시아 지역 저소득 국가 및 중소득 국가의 평균인 5,536 불보다 

낮았다(53). 평균 1 인당 국민총소득 1 천불 미만 국가는 9.8%, 

1 천불-1 만불 사이 국가가 80.39%을 차지하였으며 1 만불 이상인 

국가는 9.8%를 차지하였다. 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수원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 ± 5.9 % 가량이었고 

최대 42.8%였다. 수원국은 평균 국민총소득 대비 3.34%를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이 4% 이상인 국가는 

32.6%를 차지하였다. 가장 원조 비율이 높은 국가는 14.85%였다. 

수원국의 산업 규모의 특징은 대부분이 농업 국가로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의 비중이 평균 21.41 ± 10.68%로를 

차지하였고 2010 년 전세계 평균인 12.11% 보다 높았으며 최대 

48.5%였다(53). 농업의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26%이상인 

국가는 전체의 32.0%를 차지하였다. 69.7% 의 국가에서 

첨단기술분야 수출 비율은 당시 전세계평균인 9.98%보다 

낮았다(53). 항만기반시설의 평균 질적 수준은 3.46 ± 

0.64 점으로 세계 평균인 4.28 점보다 낮았다(53). 

성인 식자율은 79.61 ± 21.23%로 세계 평균인 82.3%보다 다소 

낮았다(53).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은 25.03 ± 11.73%로 세계 

평균인 27.79%와 비슷하였다(53). 실업률은 전세계평균인 8.59% 

보다 낮은 5.57 ± 5.48%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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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성 및 전세계 원조 현황 

 

각 프로젝트 시작 연도의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 

현황은 평균 1,310 억 달러로 2009 년에서 2012 년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가하였다(Table 11). 해당 수원국의 한국으로부터의 

프로젝트 당해년도 총 원조는 평균 11 억 8 천달러였로 39 억 이상 

원조도 31.4%를 차지하였다.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해당 연도 

수출액은 평균 2.80 ± 0.48 백만달러였으며, 수입액은 1.47 ± 

0.31 백만달러였다.  당해년도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 

378.2 ± 61.7 억 달러였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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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donor, and global context 

related factors 

 

Mean (S.D.) 

or N (%) 

Mean of 

project 

budget 

(US$) a 

P value 

for budget 

difference 

Recipient related factors     

Total population (million)    

<10 million 8 (15.38) 5,359,531 *0.052 

10-100 million 40 (76.92%) 5,251,181  

>100 million 4 (7.69%) 17,200,000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1000 5 (9.80) 10,523,496 0.398 

   1000-10000 41 (80.39) 6,222,098  

    >10000 5 (9.80) 2,200,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 (% of 

GDP) 
 

  

    <2.2 % 19 (36.5) 3,727,141 0.375 

    2.2 – 5.19 % 22 (42.3) 7,664,511  

    >5.2 % 11 (21.1) 7,480,779  

Net ODA received (% of GNI)    

    <1.7% 18 (34.6) 6,065,871 0.870 

    1.7-<4.0% 17 (32.6) 7,120,543  

    >4.0% 17 (32.6) 5,381,681  

Agriculture (% of GDP)    

    <18.0% 17 (34.0) 6,637,080 0.956 

    18-<26.0% 17 (34.0) 6,452,472  

    >26.0% 16 (32.0) 5,668,819  

High-technology exports (% of total 

manufactured exports) 
 

  

    <2.3% 15 (34.8) 3740308 0.246 

    2.3-<8.0% 14 (32.5) 6727142  

    >8.0% 14 (32.5) 10185257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WEF a     

   1.8-<3.5 15 (34.8) 3,884,871 0.318 

   3.5-<3.8 16 (37.2) 9,507,687  

   >3.8 12 (27.9) 7,125,385  

Literacy rate, adult (%)     

   15.4-<75.0% 17 (37.8) 6,188,521 0.218 

   75.0-<93.5% 14 (31.1) 10,344,752  

   93.5- 99.7% 14 (31.1) 3,710,867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 (% of population) 
 

  

   3.8-<17.5% 15 (34.8) 9,815,456 0.261 

   17.5-<27.0% 14 (32.5) 3,515,566  

   27.0- 54.7% 14 (32.5) 7,268,303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1.3-<3.0% 18 (34.6) 6,610,574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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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or N (%) 

Mean of 

project 

budget 

(US$) a 

P value 

for budget 

difference 

   3.0-<6.0% 18 (34.6) 3,498,183  

   6.0- 28.2% 16 (30.7) 8,735,366  

Donor/Global related factors     

Global OECD/DAC total aid of the year (billion 

USD)  
 

  

   2009 127.24 3,225,387 0.117 

   2010 127.62 4,004,477  

   2011 132.39 8,388,898  

   2012 134.77 12,232,166  

Total ODA from Korea (billion USD)     

   13-<100 17 (33.3) 5,593,747 0.939 

   100-<390 18 (35.3) 6,651,577  

   390- 29,167 16 (31.4) 6,581,101  

Amount of export from Korea (1,000 USD)    

   130 -< 23,000 18 (34.0) 5,720,920 0.108 

   23,000 -< 280,000 18 (34.0) 2,968,164  

   280,000 - 15,700,000 17 (32.0) 9,739,248  

Amount of import from Korea (1,000 USD)    

   7,058 -< 110,000 19 (35.8) 3,031,604 0.131 

   110,000 -< 1,200,000 17 (32.1) 6,075,822  

   1,200,000 - 15,900,000 17 (32.1) 9,458,225  

Overseas direct investment of Korea, each 

year  
 

  

   2009 309.7 3,225,387 0.117 

   2010 344.4 4,004,477  

   2011 396.4 8,388,898  

   2012 457.4 12,232,166  

Data are presented number and percentage (%)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WEF, World 

Economic Forum;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 The exchange rate is approximately 1,100 Korean won for 1 US dollar 
b p value from ANOVA 
c p value from unpaired T test 
*p<0.01, **p<0.05, ***p<0.001 

 

 

(4)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일반적 현황 

 

한국의 원조대상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빌딩 블록에 해당하는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Table 12 에 기술하였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전달 항목의 지표 중에서 보편적 산전 진찰 

접근성은 평균 85.1 ± 17.3 %였다. 1 세 유아에서 DTP3 예방접종 



55 

 

접근성은 87.1 ± 9.9 % 였다. 결핵 발생시 완치율은 85.5 ± 

7.6 였다. 

인구 10 만명당 평균 보건진료소의 수의 평균은 19.8 ± 50.9, 

병원 수의 평균은 0.96 ± 0.79, 전문 병원 수의 평균은 0.08 ± 

0.06 였으며 인구 1,000 명당 병상 수의 평균은 1.96 ± 1.70 

였다.  

두 번째 보건의료 인력(Health Workforce) 항목 중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의 평균은 0.78 ± 0.80 명, 간호사 수의 평균은 

2.01 ± 3.00 였다.  

세 번째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항목 중 100 점 총점 중 의료정보 

지표 관리는 64.5 ± 9.9%, 데이터 품질 관리는 62.9 ± 8.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료 공개와 이용, 데이터원 관리, 

데이터를 위한 자원(정책, 계획 및 시스템 등)은 50% 근방이었다. 

데이터 관리 부문에 있어서 평균 35.6 ± 17.4%로 가장 

취약하였다.  

네 번째 필수 약품 및 필수의료기술 공급 항목에서 14 가지 

항목의 필수 약품을 보유중인 각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1.8 

± 19.8%에 불과하였다. 또한 14 개의 필수 약품의 국제적 중앙값 

가격에 대비 비는 평균 3.4 ± 3.4 배에 달하였다. 의료기술정책이 

없다는 국가는 40.3%, 있지만 국가 보건프로그램/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국가는 15.3%, 국가에 의료기술정책이 있는 

경우가 42.3%였다. 국가의 주된 이환 질환에 대하여 의료기술 

품목리스트를 보유한 국가는 27.5%에 불과하였으며 없는 국가가 

72.5%였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재정 항목에서 수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지출은 5.4 ± 1.8% 가량으로 전세계 평균인 

6.8%보다 다소 낮았다(53). 정부 총지출 대비 보건의료지출은 

10.1±3.6%를 차지하였다. 총 보건의료비용 지출 중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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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율은 평균 45.0±13.8%로 전세계 평균인 31.88%보다 

높았다(53).  

 여섯 번째 리더쉽/거버넌스 부분에서 +2.5~-2.5 의 값 중 

수원국은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여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가장 취약한 항목은 발언권과 책임성 부분으로 -0.83 ± 0.65 

값을 보였다. 법치의 수준, 부패의 제어 항목은 각각 -0.77 ± 

0.35, -0.74 ± 0.33 였다.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는 -0.65 

± 0.69, 정부효과성은 -0.64 ± 0.43, 규제의 질은 -0.60 ± 

0.53 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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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health system environment 

 No (%) or Mean 

(S.D.) 

1. Health Service Delivery  

Universal access to antenatal care: at least one visit (%) 85.1 ± 17.3 

DTP3 immunization coverage among 1-year-olds (%) 87.1 ± 9.9  

Treatment success rate for new TB cases (%) 85.5 ± 7.6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ealth Post 19.8 ± 50.9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ospitals 0.96 ± 0.79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Specialized Hospitals 0.08 ± 0.06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1.96 ± 1.70 

2. Health Workforce  

Physicians (per 1,000 people) 0.78 ± 0.80 

Nursing and midwifery (per 1,000 population) 2.01 ± 3.00 

3. Health Information System  

Assessing national HIS resources (%) 47.9 ± 6.5 

Assessing national HIS indicators (%) 64.5 ± 9.9 

Assessing national HIS data sources (%) 51.1 ± 5.2 

Assessing national HIS data management (%) 35.6 ± 17.4 

Assessing national HIS data quality (%) 62.9 ± 8.3 

Assessing national HI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use (%) 53.9 ± 9.4 

HIS Total score (%) 52.8 ± 5.8 

4. Essential Medicines/Health technology  

Median availability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 Public sector 51.8 ± 19.8 

Median consumer price ratio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Public sector  3.4 ± 3.4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No 21 (40.3) 

Yes, but it is not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8 (15.3) 

    Yes, and it is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22 (42.3) 

Types of lists recommending health technology for high burden diseases  

    No list available 29 (72.5) 

    One or more lists 11 (27.5) 

5. Health Financing  

Health expenditure, total (% of GDP) 5.4 ± 1.8 

GGHE/GGE (%)b 10.1 ± 3.6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45.0 ± 13.8 

6. Leadership and Governance  

Voice and accountability -0.83 ± 0.65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65 ± 0.69 

Government effectiveness -0.64 ± 0.43 

Regulatory quality -0.60 ± 0.53 

Rule of law -0.77 ± 0.35 

Control of corruption -0.74 ± 0.33 

Data are presented number(%) or mean ± S.D.  

Abbreviation: DTP3, Diphtheria-tetanus-pertussis; TB, Tuberculosis; HIS, Health 

Information System; GDP, Gross Domestic Product 
a Median unit price paid by consumers for a specific medicine during previous year / 

Median international reference price for same medicine during previous year 

b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health as a proportion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GHE/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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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 시스템의 영역에 따른 원조 현황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가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 영역들에 

투입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는 Table 13 과 같다. 보건 의료 시스템의 

영역 중 X 축은 각 요소가 투입되는 질병 영역으로 감염성 질환, 

모자 보건, 비전염성 만성 질환, 응급/재해, 미분류로 나뉘었으며 

Y 축은  세계보건기구 빌딩 블록에 따른 각 보건의료 시스템의 

영역으로 의료 서비스 전달, 의료 인력, 보건의료 정보, 약품 및 

의료 기술 공급, 보건의료 재정 및 리더쉽/거버넌스의 6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Table 13). 여러 영역에 걸친 프로젝트의 경우 복수 

분류도 가능하였다. 

한국 보건 의료 원조 중 대다수는 감염성 질환 및 모자보건 

프로젝트였으며 총 프로젝트 중 모자보건 프로젝트는 

19 개(35.2%), 감염성 질환 프로젝트는 17 개(31.5%)였다. 

비전염성 질환 및 응급/재해 질환은 각각 11 개(20.4%)였다. 

미분류된 프로젝트도 다수로 15 개(27.8%)였다(Table 13).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 중 의료서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염성 질환 프로젝트의 31.5%, 모자보건 프로젝트의 

35.2%, 만성 질환 프로젝트 및 응급/재해 프로젝트의 20.4% 

가량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예산을 투입하였다. 의료 인력에 대한 

예산 투입도 13~29%에서 이루어졌다. 의료 정보 관련 예산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 20.4%의 프로젝트에서, 모자보건의 경우 

14.8%의 프로젝트에서 동 분야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만성 질환, 

응급/재해 질환인 경우 동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각각 

7.4%에 불과하였다. 의료 재정 부문은 모든 질병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5%미만이었다. 리더쉽/거버넌스 

분야에 대하여 전염성 질환,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각각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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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에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만성질환, 응급/재해 질환 영역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거의 없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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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stribution of projects focusing each component of health system: domains of diseases categories and 

building blocks categories. Plural category coding in one project was allowed if any. 

 
Disease Categories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Communicable 

diseases 

Maternal-Neonatal-Child 

health 

Non-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Disaster 

Medicine 

Disease 

Unclassified 

Service delivery 17 (31.5) 19 (35.2) 11 (20.4) 11 (20.4) 15 (27.8) 

Health workforce 16 (29.6) 14 (25.9) 9 (16.7) 7 (13.0) 13 (24.1) 

Information and research 11 (20.4) 8 (14.8) 4 (7.4) 4 (7.4) 6 (11.1) 

Medical products, 

technologies 

9 (16.7) 5 (9.3) 1 (1.9) 0 (0.0) 2 (3.7) 

Health care financing 2 (3.7) 2 (3.7) 2 (3.7) 0 (0.0) 3 (5.6) 

Leadership/Governance 8 (14.8) 7 (13.0) 2 (3.7) 1 (1.9) 3 (5.6) 

Data are presente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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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조 프로젝트가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 영역들에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Table 14과 같다. 각 질병 영역 및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에 해당하는 평균 예산이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예산은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공급 , 의료서비스 전달 

등  의료 서비스 전달 영역에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투입 예산은 6,191,727달러 (71억7,001만 9,866원, 1 USD = 

1,158.50원 적용)가량으로 총 예산의 88.9%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 인력에 투입된 평균 예산은  전체 예산의 7.5%였으며 

평균 예산은 526,439달러 (5억 6,096만 1,636원, 1 USD = 

1,158.50원 적용)였다. 보건의료 재정 관련 예산이 가장 적어 

평균적으로 0.05%에 불과하였으며 평균 예산은 3,750달러 (434만 

2,500원, 1 USD = 1,158.50 원 적용)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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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Mean budgets for each building blocks and each categories of diseases.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Communicable 

Diseases  

(N=18) 

Mean (S.D.) 

Maternal 

Neonatal Child 

Health (N=19) 

Mean (S.D.) 

Non-Communic

able Diseases  

(N=5) 

Mean (S.D.) 

Emergency/Disa

ster Medicine 

(N=11) 

Mean (S.D.) 

Diseases 

Unclassified 

(N=18) 

Mean (S.D.) 

Total 

Mean (S.D.) 

 

% of 

total 

budget 

Service delivery 1,385,786 

(1,556,631) 

2,148,751 

(1,391,737) 

590,000 

(1,319,280) 

1,948,221 

(1,564,003) 

14,400,000 

(19,200,000) 

6,191,727 

(13,000,000) 

88.90 

Health workforce 319,779 

(381,325) 

257,473 

(338,920) 

72,700 

(121,393) 

284,941 

(407,728) 

884,813 

(2,088,907) 

526,439 

(1,391,802) 

7.55 

Information and research 6,751  

(19,651) 

3,238  

(14,115) 

N/A 5,593  

(18,551) 

4,444 

(18,856) 

5,063 

(17,157) 

0.07 

Medical products, technologies 165,930 

(593,659) 

N/A  2,249 

 (5,029) 

30,567 

(97,710) 

55,055 

(153,267) 

178,571 

(668,153) 

2.56 

Health care financing 71,053 

(1,042,610) 

109,248 

(197,991) 

54,000 

(120,747) 

73,900 

(111,404) 

147,166  

(384,401) 

3,750 

(7,440) 

0.05 

Leadership/governance 62,246  

(125,997) 

48,309 

(122,634) 

7,497 

(16,765) 

38,695 

(63,336) 

23,393  

(47,302) 

58,800 

(132,085) 

0.84 

Data are presented mean(S.D.)  

Plural category coding in one project was allowed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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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 

 

(1) 원조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성과 지표는 시간적 순차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만들어졌다. 원조 목표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우선순위인지 설정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의 계획을 적절히 세우고, 

비용 효과를 고려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며 장기적인 

건강 성과를 달성하며 상기 프로젝트가 원조가 중단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41). 

 하나의 프로젝트의 단기 성과는 대체로 효과성으로 평가될 것이며 

한국의 단기 프로젝트에서 주로 평가가 된 대상이며 영향 및 

지속가능성의 장기적 상황은 대체로 효과성보다 더욱 달성이 

어렵다고 추측된다.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평가 결과에서 상기 성과 지표들이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Table 15).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0.5189, p = 0.002). 그러나 효율성과는 큰 관련이 

없었으며(p = 0.263) 효과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p = 0.962)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은 효율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0.4071, p = 0.018). 프로젝트의 

효과성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r = 0.2377, p = 0.182). 프로젝트 

효과성은 효율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r = 0.5139, p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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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outcome 

indicators.  

Variables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Relevance of 

objectives 

1.0000        

Relevance of 

design 

0.5189 

(p = 0.002) 

1.0000     

Efficiency -0.2037 

(p = 0.263) 

0.4071  

(p = 0.018) 

1.000    

Effectiveness -0.0087 

(p = 0.962) 

0.2377 

(p = 0.182) 

0.5139 

(p = 0.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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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외적 요인에 의한 보건의료 원조 효과 

 

(1)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에 따른 보건의료 원조 효과 

 

 Table 16에 프로젝트 형성 요인 따른 보건의료 원조 결과를 

분산분석 결과에 따라 기술하였다. 연도별로 보건의료 원조 효과인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출하였을 때 

연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모두 p > 0.05). 세계은행 기준 세계 

지역별로 분류하였을 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67). 국가 소득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원조 계획의 적절성이 높았으며(p = 0.034) 원조의 효율성도 

저소득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p = 0.081). 유상 원조에 비하여 무상 

원조는 목표의 적절성(p <0.001)과 계획의 적절성(p = 0.001)이 

높았다. 다자 원조는 양자 원조보다 목표의 적절성(p = 0.047)과 

계획의 적절성(p = 0.056)이 높았으며 효과성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큰 유의성이 없었다(p =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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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easured relevence1, relevance2,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formative factors of projects (n=54) 

Characteristic 

Number of 

projects 

(percent)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N (%) 54 (100.00) 54 (100.00) 54 (100.00) 38 (70.37) 35 (64.81) 

Mean (S.D)  3.97 (0.98) 3.78 (1.00) 3.39 (1.05) 3.58 (0.84) 

Implementing year of 

projects 
 

    

     2009 15 (27.78) 3.60 (1.05) 3.63 (1.00) 3.57 (1.15) 3.60 (0.92) 

     2010 15 (27.78) 4.03 (0.81) 3.80 (0.92) 2.84 (1.06) 3.36 (0.67) 

     2011 18 (33.33) 4.22 (1.06) 3.94 (1.10) 3.81 (0.60) 3.80 (0.91) 

     2012 6 (11.11) 4.00 (0.89) 3.66 (1.03) N/A N/A 

  P a = 0.147 P a = 0.617 P a = 0.683 P a = 0.660 

Classification by major 

area of the world 
 

    

Africa 7 (12.96) 4.71 (0.48) 4.14 (1.21) 3.83 (1.16) 4.00 (0.89) 

Sub-Saharan Africa 5  (9.26) 4.00 (1.22) 4.20 (0.83) 4.00 (0.00) 4.00 (0.00) 

Asia 30 (55.56) 3.81 (0.98) 3.68 (1.02) 3.50 (0.91) 3.63 (0.83) 

Europe 2  (3.70) 3.00 (0.00) 4.00 (0.00) 3.00 (N/A) 2.00 (N/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8 (14.81) 4.37 (0.91) 3.62 (1.06) 2.50 (1.00) 2.75 (0.50) 

Oceania 1 (1.85) 3.00 (N/A) 3.00 (N/A) 1.00 (N/A) N/A 

N/A 1 (1.85) 3.00 (N/A) 4.00 (N/A) 5.00 (N/A) 3.50 (N/A) 

  P a = 0.100 P a = 0.732 *P a = 0.067 N/A 

World Bank Income Group      

Low 16 (29.63) 4.25 (0.93) 4.31 (0.79) 3.83 (0.71) 3.90 (0.73) 

Lower-Middle 29 (53.70) 3.84 (1.02) 3.50 (1.09) 3.05 (1.09) 3.52 (0.90) 

Upper-Middle 7 (12.96) 3.85 (0.89) 3.71 (0.75) 3.00 (0.81) 3.00 (0.81) 

Unclassified  2  (3.70) 4.00 (1.41) 4.00 (0.00) 5.00 (0.00) 3.75 (0.35) 

  P a = 0.401 **P a = 0.034 *P a = 0.081 P a = 0.203 

Type of ODAH      

Grant 40 (74.07) 4.35 (0.76) 4.03 (0.96) 3.43 (1.13) 3.65 (0.80) 

Loan 14 (25.93) 2.89 (0.68) 3.07 (0.75) 3.16 (0.40) 3.20 (1.09) 

  ***P b < 0.001 **P b = 0.001 P b = 0.570 P b = 0.276 

Targeted health system 

level 
 

    

     National level 6 (11.11) 3.66 (0.81) 3.50 (1.22) 3.20 (0.83) 3.50 (0.57) 

     Province level 20 (37.04) 3.87 (1.07) 3.67 (0.97) 3.09 (0.94) 3.30 (0.94) 

     District level 16 (29.63) 4.43 (0.89) 4.12 (0.95) 3.66 (1.07) 3.76 (0.59) 

     Village level 5  (9.26) 3.60 (1.14) 3.70 (1.20) 3.20 (1.48) 4.25 (0.50) 

N/A 7 (12.96) 3.71 (0.75) 3.64 (0.94) 3.80 (1.09)  3.12 (1.43) 

  P a = 0.236 P a = 0.617 P a = 0.614 P a = 0.246 

Channel of ODAH      

Bilateral 49 (90.74) 3.88 (0.98) 3.70 (1.00) 3.33 (1.10) 3.50 (0.84) 

Multilateral 5  (9.26) 4.80 (0.44) 4.60 (0.54) 3.80 (0.44) 4.25 (0.50) 

  **P b = 0.047 *P b = 0.056 P b = 0.363 *P b = 0.094 

Data are mean (S.D)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a p value from ANOVA 
b p value from unpaired T test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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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공여국과의 무역 현황에 따른 

보건의료 원조 효과 

 

수원국 관련된 요소에 따라 원조 결과가 달라지는지 단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17).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수원국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데, 각 수원국의 

국민 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p = 0.035).  수원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순원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조 효과성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63).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p = 0.088). 수원국의 인구수, 

1인당 국민 총소득,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첨단 기술 수출 비율, 

항만 인프라의 질, 식자율 및 실업률은 원조 결과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한국에서의 수출액(수원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을수록 

원조의 목표의 적절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0.017) 원조 

계획의 적절성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91). 한국에서의 수입액(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많을수록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p =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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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Measured relevance of objective and desig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recipient, donor, and 

global ODA related factors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No (%) 54 (100.00) 54 (100.00) 38 (70.37) 35 (64.81) 

Recipient related factors      

Total population (million) -0.002 (0.002) -0.001 (0.002) 0.004 (0.003) 0.005 (0.004) 

 P = 0.362 P = 0.828 P = 0.222 P = 0.200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 = 0.546 P = 0.216 P = 0.393 P = 0.179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 (% of GDP) -0.048 (0.022) -0.010 (0.024) 0.068 (0.069) 0.076 (0.069) 

 **
P = 0.035 P = 0.686 P = 0.330 P = 0.281 

Net ODA received (% of GNI) -0.008 (0.044) 0.059 (0.045) 0.077 (0.058) *
0.096 (0.050) 

 P = 0.864 P = 0.193 P = 0.188 P = 0.063 

Agriculture (% of GDP) 0.010 (0.013) 0.010 (0.014) 0.010 (0.014) 0.013 (0.014) 

 P = 0.474 P = 0.473 P = 0.494 P = 0.355 

High-technology exports (% of total manufactured exports) -0.006 (0.011) -0.010 (0.010) -0.003 (0.011) 0.006 (0.009) 

 P = 0.554 P = 0.316 P = 0.772 P = 0.495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WEF a  0.092 (0.245) 0.042 (0.234) 0.078 (0.247) 0.197 (0.223) 

 P = 0.711 P = 0.858 P = 0.753 P = 0.384 

Literacy rate, adult (%)  -0.012 (0.007) -0.010 (0.007) 0.000 (0.008) -0.008 (0.007) 

 P = 0.102 P = 0.175 P = 0.998 P = 0.245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 (% of population) 0.023 (0.013) 0.007 (0.013) -0.020 (0.016) -0.006 (0.016) 

 *
P = 0.088 P = 0.597 P = 0.228 P = 0.692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0.012 (0.025) 0.024 (0.026) 0.017 (0.034) -0.041 (0.029) 

 P = 0.631 P = 0.362 P = 0.620 P = 0.164 

Donor/Global related factors      

Global OECD/DAC total aid of the year (billion USD) 0.057 (0.042) 0.030 (0.044) -0.074 (0.052) -0.020 (0.044) 

 P = 0.185 P = 0.499 P = 0.162 P = 0.659 

Amount of export from Korea (billion USD) -0.066 (0.026) -0.049 (0.028) 0.013 (0.055) -0.009 (0.049) 

 **
P = 0.017 

*
P = 0.091 P = 0.811 p = 0.858 

Amount of import from Korea (billion USD) -0.086 (0.041) -0.062 (0.043) -0.019 (0.069) -0.033 (0.120) 

 **
P = 0.043 P = 0.157 P = 0.779 P = 0.784 

Overseas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100 million USD) 0.004 (0.002) 0.002 (0.002) 0.003 (0.003) 0.002 (0.002) 

 P = 0.109 P = 0.427 P = 0.273 P = 0.459 

Total ODA from Korea (billion USD)  0.007 (0.031) -0.009 (0.032) -0.036 (0.033) 0.019 (0.028) 

 P = 0.815 P = 0.760 P = 0.913 P = 0.495 

Data are coefficient (S.E.)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WEF, World Economic Forum;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 value from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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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환경에 따른 원조 결과  

 

Table 18에는 보건 의료 시스템 환경에 따른 원조 결과를 단변량 

분석으로 분석한 후 보건 의료 시스템과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공여국인 한국과의 무역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으로 시행하였다.  

결핵 완치율이 높은, 결핵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이 잘 되고 있는 

수원국에서 원조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높았으나(p = 0.032)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0.374). 

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 지표 중 보건 진료소의 수가 많을수록 

원조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p = 0.096)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110). 

다변량 분석에서 인구 10 만명당 병상 수가 부족할수록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이 증가하였으며(p = 0.021) 효율성은 유의하지 않은 

증가를 보였다(p=0.097). 

의사 및 간호사 수와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을 때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에서 프로젝트의 결과와 선형 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모두 p > 0.05). 

의료 정보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을 때 의료 정보 데이터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수원국에서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였다(p 

= 0.026).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무역적 요인들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관련이 없었다(p = 0.144). 수원국의 의료 정보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각 p = 0.018, 

p=0.001, p = 0.026).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은 β값이 0.06831 에서 0.08331 로 증가하였다(각 p = 

0.069, p = 0.003, p = 0.083). 이는 수원국의 의료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었을 때 원조 공여국이 프로젝트 목표 및 계획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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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약품 공급이 취약한 나라에서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높았으나(P = 0.039)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126). 의료 기술 관련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프로젝트 

적절성의 유의성이 높았다(P =  0.021).  

보건 의료 재정 관련 지표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프로젝트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 수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의료 재정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프로젝트 효과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26).  

리더쉽/거버넌스 지표 중 행정을 의미하는 부분의 지표인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의 수준, 부패의 제어는 원조의 결과와 크게 

관련이 없었으며 정부 효과성이 낮은 국가에서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p = 0.056). 다변량 분석에서도 행정을 

의미하는 3 가지 지표는 프로젝트의 결과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정치를 의미하는 지표인 정치적 안전성과 폭력성의 부재 결과가 

취약한 국가에서 프로젝트의 목표의 적절성(p < 0.001) 계획의 

적절성 (p = 0.001), 효율성 (p = 0.044) 이 높았다. 또한 

프로젝트 결과의 효과성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 = 0.098). 다변량 분석에서도 유의 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p = 0.053, p = 0.046, p = 0.060) 지속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결과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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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Measured relevance of objectives and desig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health system environment (n=54)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1. Health Service Delivery n=54 (100.00) n=54 (100.00) n=54 (100.00) n=54 (100.00) n=38 (70.37) n=38 (70.37) n=35 (64.81) n=35 (64.81) 

Universal access to antenatal care: at least one visit (%) -0.010 (0.008) -0.002 (0.008) -0.001 (0.008) 0.001 (0.010) 0.002 (0.009) -0.010 (0.010) -0.002 (0.008) -0.010 (0.009) 

 P = 0.172 P = 0.792 P = 0.889 P = 0.964 P = 0.803 P = 0.315 P = 0.816 P = 0.300 

DTP3 immunization coverage among 1-year-olds (%) -0.011 (0.014) -0.005 (0.026) -0.006 (0.016) 0.029 (0.030) 0.022 (0.016) 0.043 (0.033) -0.011 (0.016) 0.016 (0.039) 

 P = 0.428 P = 0.857 P = 0.669 P = 0.341 P = 0.174 P = 0.206 P = 0.504 P = 0.690 

Treatment success rate for new TB cases (%) -0.009 (0.018) 0.003 (0.020) 0.010 (0.019) 0.018 (0.023) 0.048 (0.022) 0.024 (0.026) 0.028 (0.022) 0.030 (0.027) 

 P = 0.608 P = 0.885 P = 0.620 P = 0.432 **P = 0.032 P = 0.374 P = 0.219 P = 0.266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ealth Post 0.002 (0.003) 0.005 (0.003) 0.003 (0.004) 0.006 (0.004) 0.006 (0.003) 0.006 (0.004) 0.001 (0.003) 0.002 (0.004) 

 P = 0.571 P = 0.139 P = 0.380 P = 0.226 *P = 0.096 P = 0.110 P = 0.660 P = 0.554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ospitals -0.274 (0.178) -0.246 (0.189) -0.517 (0.184) -0.519 (0.209) -0.409 (0.210) -0.368 (0.209) -0.144 (0.194) 0.064 (0.227) 

 P = 0.132 P = 0.208 **
P = 0.008 

**
P = 0.021 

**
P = 0.062 

*
P = 0.097 P = 0.464 P = 0.782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Specialized Hospitals -3.286 (2.429) -2.836 (2.697) -4.509 (2.926) -2.046 (3.360) -3.765 (3.721) -6.263 (3.549) -4.088 (3.575) -5.023 (4.006) 

 P = 0.187 P = 0.307 P = 0.135 P = 0.550 P = 0.323 P = 0.101 P = 0.266 P = 0.236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 0.031 (0.082) 0.086 (0.095) -0.068 (0.084) -0.033 (0.111) -0.005 (0.875) 0.051 (0.130) -0.048 (0.079) 0.055 (0.129) 

 P = 0.712 P = 0.374 P = 0.425 P = 0.768 P = 0.952 P = 0.699 P = 0.547 P = 0.675 

2. Health Workforce         

Physicians (per 1,000 people) -0.196 (0.171) -0.081 (0.200) -0.251 (0.176) -0.139 (0.231) -0.074 (0.193) -0.315 (0.233) -0.223 (0.165) -0.223 (0.165) 

 P = 0.256 P = 0.688 P = 0.161 P = 0.554 P = 0.702 P = 0.189 P = 0.185 P = 0.185 

Nursing and midwifery (per 1,000 population) -0.003 (0.046) -0.003 (0.046) -0.032 (0.048) -0.032 (0.048) -0.014 (0.049) -0.014 (0.049) -0.035 (0.043) -0.019 (0.238) 

 P = 0.955 P = 0.955 P = 0.513 P = 0.513 P = 0.777 P = 0.777 P = 0.418 P = 0.431 

3. Health Information         

Assessing national HIS resources (%) -0.045 (0.029) 0.067 (0.044) -0.014 (0.029) 0.031 (0.050) 0.024 (0.033) -0.058 (0.099) 0.017 (0.025) 0.021 (0.152) 

 P = 0.133 P = 0.144 P = 0.628 P = 0.541 P = 0.477 P = 0.569 P = 0.499 P = 0.894 

Assessing national HIS indicators (%) 0.019 (0.020) 0.017 (0.031) 0.021 (0.019) 0.031 (0.034) -0.006 (0.022) -0.015 (0.036) 0.007 (0.014) 0.039 (0.036) 

 P = 0.328 P = 0.590 P = 0.265 P = 0.370 P = 0.774 P = 0.691 P = 0.638 P = 0.309 

Assessing national HIS data sources (%) 0.010 (0.038) 0.067 (0.044) 0.020 (0.036) 0.031 (0.050) 0.032 (0.029) -0.058 (0.099) 0.006 (0.024) 0.021 (0.152) 

 P = 0.802 P = 0.144 P = 0.578 P = 0.541 P = 0.276 P = 0.569 P = 0.807 P = 0.894 

Assessing national HIS data management (%) -0.026 (0.011) -0.029 (0.019) -0.013 (0.011) -0.041 (0.020) 0.004 (0.013) -0.014 (0.023) -0.001 (0.011) -0.019 (0.022) 

 *P = 0.026 P = 0.144 P = 0.244 *P = 0.053 P = 0.784 P = 0.561 P = 0.917 P =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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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Assessing national HIS data quality (%) 0.054 (0.022) 0.050 (0.026) 0.068 (0.019) 0.083 (0.025) 0.045 (0.019) 0.048 (0.025) 0.014 (0.017) 0.025 (0.025) 

 **P = 0.018 *P = 0.069 ***P = 0.001 **P = 0.003 **P = 0.026 *P = 0.083 P = 0.425 P = 0.343 

Assessing national HI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use (%) -0.027 (0.020) -0.041 (0.035) -0.010 (0.020) -0.036 (0.038) -0.014 (0.020) -0.061 (0.032) -0.005 (0.015) -0.011 (0.034) 

 P = 0.200 P = 0.246 P = 0.616 P = 0.355 P = 0.486 *P = 0.079 P = 0.748 P = 0.751 

HIS Total score (%) -0.027 (0.033) -0.042 (0.123) 0.011 (0.0322) -0.002 (0.134) 0.035 (0.038) -0.191 (0.166) 0.012 (0.025) 0.101 (0.177) 

 P = 0.419 P = 0.734 P = 0.724 P = 0.986 P = 0.374 P = 0.274 P = 0.642 P = 0.582 

4. Essential Medicines/Health technology         

Median availability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 Public 

sector 
-0.026 (0.011) -0.027 (0.011) 0.003 (0.014) 0.006 (0.020) 0.020 (0.016) N/A -0.001 (0.019) N/A 

(N=12) **P = 0.039 P = 0.126 P = 0.861 P = 0.782 P = 0.255  P = 0.974  

Median consumer price ratio of selected generic medicines – 

Public sector 
0.077 (0.068) 4.814 (5.361) -0.003 (0.087) 

-13.021 

(12.803) 
-0.063 (0.129) N/A -0.080 (0.134) N/A 

(N=12) P = 0.283 P = 0.464 P = 0.971 P = 0.416 P = 0.647  P = 0.582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ANOVA)         

  No 4.61 (0.58) 4.53 (0.23) 4.07 (1.09) 3.84 (0.30) 3.40 (1.24) 3.15 (0.30) 3.62 (1.08) 3.35 (0.31) 

Yes, but it is not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3.06 (1.08) 2.27 (0.68) 3.18 (1.06) 2.58 (0.86) 3.66 (0.57) 3.02 (1.03) 3.66 (0.57) 3.34 (1.22) 

  Yes, and it is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3.63 (0.84) 3.99 (0.26) 3.65 (0.83) 3.78 (0.33) 3.11 (0.85) 3.25 (0.32) 3.46 (0.66) 3.34 (0.37) 

 ***P <0.001 **P = 0.021 P = 0.101 P = 0.101 P = 0.682 P = 0.546 P = 0.916 P = 0.873 

Types of lists recommending health technology for high burden 

diseases 
        

   No list available (mean S.D.) 4.13 (0.87) 4.20 (0.27) 3.94 (1.02) 3.97 (0.33) 3.26 (1.09) 3.31 (0.26) 3.65 (0.87) 3.75 (0.31) 

   One or more lists 4.18 (1.07) 4.60 (0.40) 3.90 (0.83) 4.17 (0.48) 3.33 (0.81) 3.42 (0.50) 3.33 (0.81) 3.96 (0.54) 

 P = 0.895 P = 0.255 P = 0.910 P = 0.633 P = 0.881 P = 0.833 P = 0.438 P = 0.670 

5. Health Financing         

Health expenditure, total (% of GDP) -0.110 (0.076) -0.115 (0.081) -0.038 (0.080) 0.034 (0.096) -0.090 (0.090) -0.056 (0.099) -0.216 (0.074) -0.214 (0.089) 

 P = 0.153 P = 0.164 P = 0.637 P = 0.722 P = 0.324 P = 0.576 P = 0.007 **P = 0.026 

GGHE/GGE (%)a 0.062 (0.037) 0.016 (0.041) 0.036 (0.039) 0.035 (0.047) -0.011 (0.045) 0.005 (0.050) -0.030 (0.039) -0.040 (0.048) 

 P = 0.101 P = 0.693 P = 0.363 P = 0.465 P = 0.801 P = 0.914 P = 0.453 P = 0.420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0.012 (0.010) 0.008 (0.012) 0.005 (0.010) 0.006 (0.014) 0.006 (0.013) -0.001 (0.016) 0.002 (0.013) 0.011 (0.016) 

 P = 0.251 P = 0.526 P = 0.605 P = 0.661 P = 0.630 P = 0.979 P = 0.892 P = 0.493 

6. Leadership and Governance         

Voice and Accountability 0.170 (0.215) 0.116 (0.254) 0.156 (0.224) 0.302 (0.290) -0.383 (0.252) -0.157 (0.304) -0.302 (0.225) -0.374 (0.350) 

 P = 0.432 P = 0.650 P = 0.490 P = 0.306 P = 0.137 P = 0.610 P = 0.191 P =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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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Coefficient 

(S.E.) 

Multivariate 

adjustedb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695 (0.173) -0.592 (0.296) -0.667 (0.185) -0.706 (0.342) -0.472 (0.225) -0.731 (0.370) -0.363 (0.213) -0.313 (0.392) 

 ***P < 0.001 *P = 0.053 ***P = 0.001 **P = 0.046 **P = 0.044 *P = 0.060 *P = 0.098 P = 0.435 

Government Effectiveness -0.352 (0.316) 0.262 (0.461) -0.629 (0.321) -0.009 (0.536) -0.531 (0.357) -0.203 (0.574) -0.516 (0.326) -0.071 (0.690) 

 P = 0.270 P = 0.573 *P = 0.056 P = 0.987 P = 0.147 P = 0.726 P = 0.122 P = 0.919 

Regulatory Quality -0.144 (0.260) 0.045 (0.277) -0.149 (0.271) 0.150 (0.320) -0.474 (0.288) -0.235 (0.349) -0.415 (0.264) -0.371 (0.428) 

 P = 0.582 P = 0.872 P = 0.585 P = 0.642 P = 0.109 P = 0.507 P = 0.126 P = 0.396 

Rule of Law -0.625 (0.381) -0.336 (0.571) -0.484 (0.402) 0.231 (0.663) -0.450 (0.481) 0.268 (0.702) -0.547 (0.401) -0.113 (0.791) 

 P = 0.107 P = 0.559 P = 0.234 P = 0.729 P = 0.356 P = 0.706 P = 0.183 P = 0.887 

Control of Corruption -0.170 (0.423) 0.181 (0.478) -0.131 (0.442) 0.455 (0.550) -0.305 (0.489) 0.156 (0.587) -0.420 (0.426) -0.124 (0.643) 

 P = 0.689 P = 0.707 P = 0.768 P = 0.413 P = 0.537 P = 0.792 P = 0.331 P = 0.849 

a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health as a proportion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GHE/GGE) 
b multivariate adjusted to multiple recipient and donor factors: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 (% of GDP),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 (% of population), Amount of export from Korea (million USD), Amount of import from Korea (m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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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 시스템 요소 투입에 따른 원조 결과 

 

(1) 보건의료 시스템의 영역에 따른 투입 성과 

 

Table 19에 각 영역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결과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질병 영역별로 볼 때  감염성 질환 부분이 평균 3.5 점 

이하로 취약한 부분이 적었으며 질병이 미분류된 영역이 가장 취약 

지점이 많았다. 투입 요소 별로는 의료서비스 투입 요소에서 특히 

평균 3.5 점 이하의 취약 영역이 많았다.  

 

(2) 질병 영역별 예산 투입 성과 

 

보건의료시스템 질병 영역별, 또한 투입 요소 별로 원조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보건의료 질병 영역별로 원조 결과를 

분석하였다(Table 20). 감염성 질환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보다 목적의 적절성이 높았으며(p = 0.011)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환경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높았다(p 

= 0.039). 모자보건영역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또한 목적의 

적절성이 높았으나(p = 0.057) 수원국의 보건의료지표로 통제한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227). 목표 질병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였고 평균 0.91점가량 높았고(p<0.001)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환경으로 통제한 후에는 그 유의성이 감소하였다(p 

=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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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Mean of relevance of objectives and desig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each component of 

health system: domains of diseases categories and implementation categories (13).  

  Disease Categories (mean ± S.D.) 

WHO Building Blocks Outcome CD MNCH NCD Emergency/Disaster Unclassified 

Service delivery Relevance of objectives 4.47 ± 0.79 4.31 ± 0.88 3.90 ± 0.83 4.00 ± 0.89 3.23 ± 1.01 

 relevance of design 3.97 ± 1.12 3.78 ± 0.97 3.45 ± 1.03 3.63 ± 1.20 3.46 ± 0.93 

 Efficiency 3.14 ± 1.16 3.18 ± 1.22 3.28 ± 1.49 3.25 ± 1.48 3.20 ± 0.44 

 Effectiveness 3.58 ± 0.99 3.42 ± 0.85 3.50 ± 1.22 3.66 ± 1.03 3.50 ± 1.00 

Health Workforce Relevance of objectives 4.50 ± 0.73 4.35 ± 0.84 3.88 ± 0.78 4.00 ± 0.81 3.65 ± 1.02 

 relevance of design 4.09 ± 1.09 4.00 ± 1.03 3.55 ± 1.13 3.71 ± 1.38 3.84 ± 0.89 

 Efficiency 3.35 ± 1.00 3.38 ± 1.12 3.66 ± 1.21 3.40 ± 1.34 3.80 ± 0.83 

 Effectiveness 3.61 ± 0.96 3.50 ± 0.90 3.50 ± 1.22 3.50 ± 1.29 3.50 ± 0.50 

Information and research Relevance of objectives 4.81 ± 0.40 4.75 ± 0.70 4.25 ± 0.95 4.50 ± 1.00 4.16 ± 1.16 

 relevance of design 4.40 ± 0.86 4.25 ± 0.70 3.50 ± 1.29 4.50 ± 1.00 4.33 ± 0.81 

 Efficiency 3.50 ± 0.97 3.87 ± 0.83 4.00 ± 1.00 4.33 ± 0.57 3.50 ± 0.70 

 Effectiveness 3.66 ± 0.86 3.57 ± 0.78 3.33 ± 1.15 4.00 ± 0.00 3.33 ± 0.57 

Medical products, technologies Relevance of objectives 4.55 ± 0.72 4.40 ± 0.89 N/A N/A 4.00 ± 1.41 

 relevance of design 4.11 ± 1.16 3.40 ± 0.89 N/A N/A 4.00 ± 1.41 

 Efficiency 3.37 ± 1.06 3.20 ± 1.30 N/A N/A N/A 

 Effectiveness 3.62 ± 0.91 3.40 ± 0.89 N/A N/A N/A 

Health care financing Relevance of objectives 4.50 ± 0.70 4.00 ± 1.41 4.50 ± 0.70 N/A 4.66 ± 0.58 

 relevance of design 4.50 ± 0.70 N/A 3.50 ± 0.70 N/A 4.33 ± 0.57 

 Efficiency N/A 4.50 ± 0.70 4.00 ± 1.41 N/A 3.50 ± 0.70 

 Effectiveness 4.00 ± 0.00 3.50 ± 0.70 4.00 ± 0.00 4.00 ± 0.00 3.00 ± 0.00 

Leadership/Governance Relevance of objectives 4.75 ± 0.46 4.42 ± 0.97 4.50 ± 0.70 N/A 4.66 ± 0.57 

 Relevance of design 4.50 ± 0.75 4.28 ± 0.48 3.50 ± 0.70 N/A 4.33 ± 0.57 

 Efficiency 4.00 ± 0.57 4.00 ± 0.57 4.00 ± 1.41 N/A 3.50 ± 0.70 

 Effectiveness 4.00 ± 0.62 3.66 ± 0.51 4.00 ± 0.00 N/A 3.00 ± 0.00 

□: <3.50; □ : ≥3.00-<4.00; □: ≥4.0  

Plural category coding in one project is allowed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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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Budget allocation to targeted disease program categories and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of project 

Disease targeted in a project N OECD/DAC Evaluation Criteria Recipient health system indicators adjusteda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CD program  N = 18 4.44 (0.78) 3.97 (1.09) 3.20 (1.14) 3.61 (0.96) 4.58 (0.22) 4.13 (0.32) 3.58 (0.34) 3.51 (0.35) 

Non-CD program  N = 36 3.73 (0.99) 3.69 (0.95) 3.52 (0.99) 3.56 (0.79) 3.84 (0.19) 3.67 (0.28) 3.19 (0.34) 3.85 (0.35) 

   **P = 0.011 P = 0.342 P = 0.364 P = 0.875 **P = 0.039 P = 0.342 P = 0.486 P = 0.574 

MNCH program  N = 19 4.31 (0.20) 3.78 (0.97) 3.18 (1.22) 3.42 (0.85) 4.41 (0.23) 4.09 (0.30) 3.25 (0.33) 3.46 (0.32) 

Non-MNCH program  N = 35 3.78 (0.99) 3.78 (1.03) 3.54 (0.91) 3.69 (0.84) 4.02 (0.19) 3.74 (0.25) 3.49 (0.29) 3.86 (0.28) 

    *P = 0.057 P = 0.989 P = 0.307 P = 0.376 P = 0.227 P = 0.405 P = 0.604 P = 0.381 

NCD program  N = 24 3.90 (0.83) 3.45 (1.03) 3.28 (1.49) 3.50 (1.22) 4.01 (0.55) 3.66 (0.70) N/A N/A 

Non-NCD program  N = 30 3.98 (1.02) 3.87 (0.98) 3.41 (0.95) 3.60 (0.77) 4.19 (0.16) 3.90 (0.28) N/A N/A 

   P = 0.813 P = 0.221 P = 0.766 P = 0.789 P = 0.764 P = 0.747   

Emergency/Disaster program  N = 11 4.00 (0.89) 3.63 (1.20) 3.25 (1.48) 3.66 (1.03) 4.48 (0.33) 4.08 (0.44) 3.80 (0.54) 3.97 (0.60) 

Non-Emergency/Disaster program  N = 43 3.96 (1.01) 3.82 (0.95) 3.43 (0.93) 3.56 (0.82) 4.06 (0.18) 3.81 (0.24) 3.26 (0.25) 3.62 (0.25) 

   P = 0.917 P = 0.581 P = 0.668 P = 0.800 P = 0.331 P = 0.621 P = 0.421 P = 0.623 

Disease priority classified N = 36 4.27 (0.81) 3.87 (1.03) 3.36 (1.12) 3.64 (0.86) 4.32 (0.15) 3.99 (0.21) 3.43 (0.23) 3.75 (0.27) 

Disease priority unclassified  N = 18 3.36 (1.02) 3.61 (0.93) 3.50 (0.75) 3.35 (0.74) 3.54 (0.37) 3.40 (0.51) 3.03 (0.73) 2.66 (2.64) 

   ***P<0.001 P = 0.367 P = 0.755 P = 0.961 **P=0.086 P = 0.325 P = 0.625 P = 0.708 

Data are mean (S.E) 
aAdjusted for Health System indicators (hospital density, physician density, HIS total score(%), policy for health technology, GGHE/GGE(%),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 value from unpaired T test,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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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시스템 영역별 예산 투입 성과 

 

 보건의료 영역별 예산을 투입하였을 때의 직접적인 원조 효과를 

Figure 7, Table 21에 기술하였다. 예산 투입 후 적절성, 효율성 또

는 효과성의 증가 혹은 유지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지표의 감소는 

관찰할 수 없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인프라, 장비, 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예산

이 배정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원조 성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원조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및 효과성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두 번째로 보건의료인력 영역에 예산이 배정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6정도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 성과가 높았다(p = 

0.058). 또한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 성과가 높았다(p = 0.034). 

효율성 및 효과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p>0.05).  

세 번째로 의료정보 분야의 영역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을 경우보다 0.95가량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 성과가 높았다

(p<0.001).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 성과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2) 프로젝트 효율성 성과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p = 0.068).  

네 번째로 의약품/진단기기 보급 분야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0.62 정도 프로그램의 적절성 성과가 높았으

나(p = 0.018).  

다섯 번째로 보건의료재정 분야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에는 성과

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에 대

하여 수원국의 보건의료재정 환경과 프로젝트 동 분야의 예산 투입

이 소폭 관련이 있었으나 유의 수준은 아니었다(p=0.080).  

여섯 번째로 리더쉽/거버넌스 분야에 예산이 배정될 때에는 프로

그램의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에서 성과를 보였다(p 

= 0.003, p = 0.010, p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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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젝트에서 4개 이상의 보건의료 영역에 예산이 배정될 경

우 3개 이하의 영역에 예산이 배정된 경우보다 프로젝트 목표의 적

절성과 프로젝트 계획의 적절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p 

= 0.003). 프로젝트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76). 다변량 분석에서는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에 

차이가 있었다(p=0.005). 대체로 보건의료시스템의 더욱 많은 영

역에 예산이 배정될수록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이 증가하였다(p<0.001, p = 0.003). 프로젝트의 효과성은 보건의

료시스템 요소와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7. Direct effect of Budgeting each building block on 

project outcome. Colored arrows means significant increase of 

outcome. We could not find direct negative effect of support of 

each building blocks. 

 

Service delivery 

Health Workforce 

Health Information system  

Medical product, tech 

Health Financing 

Governance 

Relevance of objective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Budgeting each building 

block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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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Outcome of health system support of ODAH from 

Korea 

 

Absence or presence of budgets for HS 

component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

s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1. Budgeting Service delivery     

Budget supported (N = 50) 3.97 (0.14) 3.75 (0.14) 3.32 (0.17) 3.61 (0.15) 

Not supported (N = 4) 4.00 (0.49) 4.25 (0.50) 4.00 (0.52) 3.37 (0.42) 

P value p = 0.953 p = 0.342 p = 0.229 p = 0.603 

     

2. Budgeting Health Workforce     

Budget supported (N = 42) 4.10 (0.14) 3.94 (0.14) 3.50 (0.19) 3.63 (0.15) 

Not supported (N = 12) 3.50 (0.27) 3.25 (0.27) 3.00 (0.37) 3.33 (0.34) 

  P value *p = 0.058 **p = 0.034 p = 0.238 p = 0.429 

     

3. Budgeting Health Information     

Budget supported (N = 24) 4.50 (0.17) 4.22 (0.18) 3.72 (0.24) 3.55 (0.20) 

Not supported (N = 30) 3.55 (0.15) 3.43 (0.16) 3.10 (0.22) 3.61 (0.20) 

P value ***p <0.001 *p = 0.002 *p = 0.068 p = 0.831 

     

4. Budgeting Pharmaceuticals & Medical technologies 

Budget supported (N = 14) 4.50 (0.25) 4.07 (0.26) 3.50 (0.30) 3.75 (0.24) 

Not supported (N = 40) 3.78 (0.14) 3.68 (0.15) 3.34 (0.20) 3.50 (0.17) 

P value **p = 0.018 p = 0.220 p = 0.681 p = 0.413 

     

5. Budgeting Financing     

Budget supported (N = 8) 4.37 (0.34) 4.12 (0.35) 3.85 (0.39) 3.57 (0.32) 

Not supported (N = 46) 3.90 (0.14) 3.72 (0.14) 3.29 (0.18) 3.58 (0.16) 

P value P = 0.212 p = 0.306 p = 0.202 p = 0.961 

     

6. Budgeting Leadership/ Governance     

Budget supported (N = 17) 4.52 (0.22) 4.29 (0.23) 3.86 (0.25) 3.71 (0.22) 

Not supported (N = 37) 3.71 (0.15) 3.55 (0.15) 3.08 (0.20) 3.50 (0.18) 

P value **p = 0.003 **p = 0.010 **p = 0.023 p = 0.470 

 

Number of HS component included in a project 

0-3 components (N = 35) 3.58 (0.14) 3.50 (0.15) 3.13 (0.21) 3.50 (0.19) 

4-6 components (N = 19) 4.68 (0.19) 4.31 (0.21) 3.75 (0.25) 3.68 (0.21) 

P value ***P < 0.001 **p = 0.003 *p = 0.075 p = 0.520 

     

Number of HS components     

Coefficient 1.098  0.816 0.614 0.188 

S.E. 0.238 0.265 0.336 0.289 

P value ***P <0.001 **P = 0.003 *P = 0.076 P = 0.521 

Data are mean (S.E)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p value from unpaired T test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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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 시스템 영역별 예산 투입과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조 효과 

 

원조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와는 별도로 수원국의 보건의료시

스템에 대한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그 간접적 효과를 측정하였고, 

앞서 기술한 수식이 사용되었다(c). 각 빌딩 블록에 대한 예산지

원과 해당하는 보건의료시스템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성

에의 영향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직접적 효과와는 달리 원조 

성과에 대한 양의 효과, 음의 효과 모두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22 와 Figure 8에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대체

로 예산이 대규모인 서비스전달 분야의 β의 절대값이 컸으며 

재정 배분이 미미한 빌딩블록 영역의 β 절대값은 1미만이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전달에 예산을 투입한 경우 긍정적인 간접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의약품/진단기기 보급 분야의 지표와 

상호작용하며 원조 목표의 적절성의 감소를 보였지만 매우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β=-1.565, p=0.094). 리더쉽/거버넌스 지

표와도 음의 상호작용를 보이며 목표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이 감소하였는데 일부 유의성을 보였다(β=-1.521, p=0.063, 

β=-1.491, p=0.088).     

   

두 번째로 의료 인력에 예산을 투입한 경우 긍정적인 간접 효

과가 있었다. 의약품/진단기기 보급 분야의 지표와 상호작용하며 

원조 목표의 적절성의 증가를 보였다(β=0.562, p=0.01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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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건의료 재정 지표와도 양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일부 유의

한 효과성이 증가를 보였다(β=0.149, p=0.092). 반면 거버넌

스 지표와는 음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

다(β=-1.407, p=0.018).  

세 번째로 의료 정보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한 경우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간접 효과가 있었다. 리더쉽/거버넌스 지표와 상호작용

하며 원조 목표의 적절성의 증가를 보였다(β=0.640, p=0.070). 

반면 의료인력 지표와 음의 상호작용을 가지며 효율성, 효과성이 

감소하였다(β=-0.723, p=0.057, β=-0.719, p=0.034).  

네 번째로 의약품 및 의료기술 공급에 예산을 투여한 경우 거

버넌스 지표와는 음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계획의 적절성이 감소

하였다(β=-0.665, p=0.015). 

다섯 번째로 보건의료재정에 예산을 투여한 경우 거버넌스 지

표와는 음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계획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β

=-0.665, p=0.015). 

여섯 번째로 리더쉽/거버넌스 영역에 예산을 투여한 경우 거버

넌스 지표와는 양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

였다(β=0.815, p=0.024). 반면 의료재정 지표와는 거버넌스 

지표와는 음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계획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

(β=-0.150, p=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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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Interaction of preexisting health system component 

and health system support of ODAH from Korea 

 

Absence or presence of budgets for HS component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1. Budgeting Service delivery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024 -0.013 -0.025 -0.017 

P for interaction  p = 0.463 p = 0.698 p = 0.459 p = 0.560 

2)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1.196 -1.247 -0.520 0.311 

P for interaction  p = 0.325 p = 0.318  p = 0.686  p = 0.774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173 -0.134 0.027 0.157 

P for interaction  p = 0.423  p = 0.520  p = 0.875  p = 0.273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1.565 -1.310 -0.606 0.488 

P for interaction  *p = 0.094  p = 0.275 p = 0.643  p = 0.670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157 0.131 0.312 0.198 

P for interaction  p = 0.693 p = 0.754 p = 0.464  p = 0.588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1.521 -1.491 -0.968 -0.020 

P for interaction  *p = 0.063  *p = 0.088  p = 0.273 p = 0.981  

     

2. Budgeting Health Workforce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 .733 -0.036 0.540 -0.219 

P for interaction  p = 0.116 p = 0.943  p = 0.379  p = 0.721  

2)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0.612 -0.421 -0.624 0.976 

P for interaction  p = 0.227 p = 0.421 p = 0.308 p = 0.141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046 0.079 0.003 0.010 

P for interaction  p = 0.625 p = 0.400  p = 0.973 p = 0.909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0.562 -0.266 0.281 -0.031 

P for interaction  **p = 0.010  p =0.290  p =0.502  p =0.934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032 0.061 0.074 0.149 

P for interaction  p =0.677   p =0.458  p =0.457  *p =0.092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1.407 0.404 0.036 -1.081 

P for interaction  **p =0.018  p =0.537  p =0.964 p =0.141  

     

3. Budgeting Health Information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172 0.197 -0.112 -0.310 

P for interaction  p =0.617 p = 0.615 p = 0.807 p = 0.492 

2)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0.299 -0.561 -0.723 -0.719 

P for interaction  p = 0.360 p = 0.105 *p = 0.057 **p = 0.034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080 0.034 -0.117 -0.090 

P for interaction  p = 0.163 p = 0.565 *p = 0.087 p = 0.110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0.284 0.335 0.336 0.061 

P for interaction  p = 0.135 p = 0.163 p = 0.296 p = 0.838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090 -0.080 0.008 0.025 

P for interaction  p = 0.174 p = 0.275 p = 0.924 p = 0.754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0.640 0.494 0.451 0.146 

P for interaction  *p = 0.070 p = 0.204 p = 0.362 p = 0.754 

     

4. Budgeting Pharmaceuticals & Medical tech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142 -0.211 -0.560 -0.649 

P for interaction  p = 0.747  p = 0.652  p = 0.299  p = 0.177  

2) Interaction coefficient 0.035 -0.477 -0.95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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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r presence of budgets for HS component 

Relevance  

of objectives 

Relevance  

of design 

Efficiency Effectiveness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P for interaction  p = 0.969  p = 0.621  p = 0.346  p = 0.132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065 0.055 -0.117 -0.019 

P for interaction  p = 0.326  p = 0.414  p = 0.166  p = 0.718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0.618 -0.398 0 .117 0.350 

P for interaction  p = 0.261 p = 0.567 p = 0.887 p = 0.637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089 0.006 0.124 0.096 

P for interaction  p = 0.237  p = 0.937  p = 0.183  p = 0.235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0.015 -0.665 -0.576 -0.119 

P for interaction  p = 0.970  **p = 0.015  p = 0.266  p = 0.807  

     

5. Budgeting Financing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314 0.272 0.456 0.060 

P for interaction  p = 0.457  p = 0.530  p = 0.340  p = 0.875  

2)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0.060 -0.093 -0.089 0.435 

P for interaction  p = 0.875 p = 0.814  p = 0.835  p =0.231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019 -0.027 -0.053 -0.083 

P for interaction  p =0.841  p =0.764  p =0.523  p =0.212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1.583 1.517 0.624 -0.493 

P for interaction  *p =0.056  p =0.160  p =0.601  p =0.638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287 -0.071 0.018 -0.069 

P for interaction  *p = 0.080 p = 0.685 p = 0.922 p = 0.668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1.032 0.544 0.424 0.208 

P for interaction  **p =0.033  p =0.300  p =0.453  p =0.697  

     

6. Budgeting Leadership/ Governance     

1)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universal ANC coverage  
0.226 0.353 0.561 0.489 

P for interaction  p = 0.519  p = 0.330  p = 0.155  p = 0.226  

2)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recipient health workforce  
-0.242 -0.190 -0.294 0.325 

P for interaction  p = 0.478  p = 0.592  p = 0.433  p = 0.348  

3)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0.063 -0.005 -0.091 -0.071 

P for interaction  p = 0.417  p = 0.942  p = 0.193  p = 0.242  

4)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Pharma & Medical tech  
0.272 0.296 -0.014 -0.296 

P for interaction  p = 0.183  p = 0.270  p = 0.966  p = 0.342  

5)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Health Financing  
-0.088 -0.150 0.007 0.008 

P for interaction  p = 0.217  **p = 0.046  p = 0.932  p = 0.920  

6) Interaction coefficient 

with Leadership/ Governance  
0.815 0.596 0.239 -0.019 

P for interaction  **P = 0.024 P = 0.130 P = 0.607 P = 0.967 

Data are coefficient (S.E.) 

Abbreviations: ODA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WEF, World Economic Forum;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 value from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p<0.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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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direct effect of budgeting each building block on 

project outcome via recipient health system.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of supporting building blocks and 

preexisting recipient health system for outcome of ODAH 

regardless of direct project effect. +:additive effect, -: redu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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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 Budgeting health information system: effects becomes stronger 

or weaker with recipient health system components 

 

 
 

8-(D). Budgeting medical products, and diagnostic technologies: 

effects becomes weaker with recipient health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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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 Budgeting leadership/governance: effects becomes stronger or 

weaker with recipient health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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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고찰 

 

1. 보건의료원조 성과와 관련된 요인 고찰 

 

본 연구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는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원조 성과 중 적절성 지표에 있어서는 취약한 원조 대상을 지원

할수록 적절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중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

에서, 또한 빈곤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가 부족한 국가에서 원조의 적절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정보 

관리가 취약하며, 약품 공급, 의료기술 정책이 취약한 국가에서 적

절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에서 원조의 적절

성이 높았다. 또한 수원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이 적을수

록 원조지표 중 효과성이 상승하였다. 이는 개발원조위원회 평가지

표 중 적절성 세부 변수들의 합이 지향하는 바가 부의 재분배라는 

점을 시사하며 비록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경험적 찬반론이 존재

하지만, 평가 목적은 저소득 국가에서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54).  

본 연구 결과 수원국의 외국인 집적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고 공여국인 한국에서의 수출액, 수입액이 

많을수록 원조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 2000년 Alesina는 개발원조

의 결정 요소로 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55). 공여

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개발원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56) 공여국의 정치구조에 따라 원조 효과가 저하되

기도 하며(57, 58) 때로는 수원국 변수보다 원조에 큰 영향을 미친

다(58).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지원 형태가 유상 원조가 아닌 무상 

원조로 수행될 때 원조의 적절성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목표의 적절성이 1.45점(29%) 원조 계획의 적절성이 0.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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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54). 또한 

다자 공여 형태로 제공될 때 원조 목표와 계획의 적절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효과성 또한 증가하였다. 다자 공여는 다른 연구들

에서도 저소득국가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로 공여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59). 원조 효과를 위하여 수원국의 우선 순위

에 따른 원조배분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자의 

건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60).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개입을 해소하기 위한 기타 방법으로는 

조건부 원조(tied aid)를 줄이고 다자 공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61). 

모니터링 및 평가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성공적인 원

조를 위하여 주기적인 수행이 필요하다(62). 기타 프로젝트 성공 

요인의 내부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팀의 전문성, 프로젝트 목표에 대

한 책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다(63). 

경제원조 관련 연구들에서는 수원국의 바람직한 제도적 환경에서

만  개발원조가 경제 발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결과가 있다(64). 본 

연구 결과 보건의료원조에서도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수록, 원조 성과 지표 중 특히 효율성이 높았다. 수원

국의 결핵 환자 완치율이 높거나 보건 진료소의 수가 많을수록, 수

원국의 의료정보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결

핵 완치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 접근은 몇몇 국가에서 행해진바 있

으며 특히 시스템 차원의 개입,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 프로그램 

(pay-for-performance incentives) 등의 개입이 이루어져 성공한 

사례가 있다(65, 66). 결핵 치료의 장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

건의료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67) 또한 결핵에 

대한 의료서비스 자체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의 필수 요소라 하였

다(68).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공급이 많을수록 프로젝트 효율성

이 증가하였는데, 몇몇 국가에서 일차의료서비스 공급은 잘 갖추어

진 보건의료시스템의 증거이다(69). 그러나 수원국의 경제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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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빈곤선 인구 비율, 외국인 직접투자, 무역 변수로 회귀 후에는 

유의성이 감소하였으므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의 영향은 수

원국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

회경제적 발전은 특히 빈곤 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에 영

향을 줄 수 있다(70).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은 보건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이

다(71). 여러 질병역학적 요인을 참고로 하여 보건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으며, 그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72). 본 연구 결과 수원국의 의료정보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프

로젝트 목표와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원조를 위하여 수원국의 질 높은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다.  

다른 보건의료시스템 지표와는 달리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취약할

수록 오히려 원조의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중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오히려 원조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수원국의 국민총소득

(GNI)대비 순원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조 효과성이 증가하였다. 

대체로 한 국가의 원조의 총량이 큰 국가에서 원조의 효율성이 높

았다. 지역적으로는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지역보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높았다. 이러한 원조에 최적화된 구조적 효율성은 

꼭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조 의존적인 환경은 공공의

료시스템의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73). 또한 일부 질병에 국한

된 원조 지원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수원국의 보건의료 우선 순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74)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75). 또한 본 연구 결과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반

드시 적절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수원국 중 도시계획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는 주민 건강에 긍정적인 부가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고(76) 잘 구축된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효율과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절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자원이 적은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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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많은데, 기초 인프라의 구축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경우가 다수이며, 취약한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로 인

해 의료비가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77). 그러므로 거버넌스가 낮은 국가에서 원조의 효율성이 높지만, 

이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원조 배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원국

의 좋은 거버넌스는, 비록 비효율적이라도, 수원국 내 건강불평등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개발원조가 거버넌스가 발달된 수원국

에 공여될 경우 투표권을 가진 빈곤계층의 건강 개선이 함께 일어

나 영아사먕률이 30% 낮아진다는 결과도 존재한다(78). 이를 바탕

으로 일부 공여 기관에서는 건전한 거버넌스가 발달된 수원국에의 

우선적 원조를 주장하기도 하였다(79). 개발원조위원회 평가지표로 

치환할 때, 적어도 프로젝트 예산 분배시 평등(equity)의 목표를 반

영한 적절성 지표와 성과 위주의 효율성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80). 

2000년대 이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계은행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실패율은 50%이상이었고 2010년까지는 39%의 프로젝

트가 실패하였다(62). 실패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계획의 취약성, 이

해관계자와의 조율 실패, 프로젝트 착수 지연, 예산 문제, 코디네이

션 문제 등이 있다(81-8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조의 성공요인

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왔다. 원조의 성공의 외부적 요인으로

는 Kwak은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 

청렴성 등의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84) 이는 보건

의료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85). 본 연구에서도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요소는 보건의료시스템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보건의료 프로젝트 착수 전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환경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시스템 

모델에서 성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이해관계

자(System stakeholder)’이다. 이는 단순히 수혜자그룹 혹은 중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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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내포한다(30). De Savigny는 시스템 사고는 모든 보건의료

시스템의 빌딩블록을 대표하는, 그리고 포함되어있지 않은 원조 관

계자, 지역주민 등을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 조율로부터 출발한다

고 하였다(30).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데, 

범분야, 범정부 및 범사회 접근에서 주요하게 작용한다(86). 수원국

의 주인의식 및 목표에 대한 책무성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이 되며 프로젝트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63). 

 

 

2.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대한 성과 고찰 

 

본 연구 결과 한국 보건의료원조 프로젝트 내에서 보건의료시스

템의 6개 빌딩 블록에 배정된 예산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서비스 전달 및 의료 인력 분야에 주로 예산

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는데, 이는 이전 일본국제협력기구와 글로벌 

펀드(Global Fund)에서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7, 87). 

글로벌 펀드의 기존 연구에서는 82%의 프로젝트의 예산이 서비스 

전달, 의료인력, 약품 및 기술 공급에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한

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는 이 세가지 빌딩 블록에 97.82%의 예

산을 사용하였다(87). 거버넌스, 의료정보, 의료재정에 대한 예산 

배분은 전체 예산의 3% 이하였는데 기존 글로벌 펀드의 연구보다 

더 미흡하였다(87).  

예산 분배가 각 빌딩 블록에 균등하게 분배되기는 불가능하며, 이

는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의 6개 빌딩 블록 자체가 불균등 시스템이

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과 수원국의 회귀모형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블록 변수는 보건의료서비스 요소로, 의료시설의 부

분설명력(partial R square)은 0.542, 산전진찰 접근성의 부분설명

력은 0.191이었다. 보건의료인력 블록 변수는 다음으로 큰 부분설

명력을 가지며 0.361이었다. 리더쉽/거버넌스의 부분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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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8이었다. 나머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약품 및 기술 공급, 보건

의료재정은 각각 0.01~0.02사이의 값을 보였다. 보건의료시스템 모

형에서 빌딩 블록은 불균형하게 분포하며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도 불균등하다. 아직 보건의료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 혹은 본보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개입이 

성공적인지는 불명확하다. 본 연구 결과 각 빌딩 블록에 대하여 예

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보다 예산이 배정된 경우 프로그램 효과가 

컸는데, 서비스 전달, 보건의료 재정을 제외한 4개 빌딩 블록인 의

료인력, 보건의료정보, 의약품 및 기술 공급, 거버넌스/리더쉽 분야

에서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개 이상의 빌딩 블록에 

예산이 배정된 경우 그 미만의 영역에 배정되었을 때보다 그 원조 

효과가 컸다.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수준의 개입이 일어나면 프로젝

트 효과가 상승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해관계

자의 참여,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88). 반면에 수

원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88).  

글로벌펀드의 보건의료 원조 프로젝트의 38%, 일본국제협력기구

의 50%가 2개 이상의 빌딩 블록에 대해 개입한 보건의료시스템 강

화에 해당하였다. 2012년 Adams는 106개의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는데, 75%의 프로젝트는 2개 

이상의 빌딩 블록에 대해 개입하였다(20).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프로젝트에서 여러 빌딩 블록에 개입이 일어날 가

능성이 커 보인다.  

보건의료시스템 개입도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 내부의 상호작용이 항상 양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

니다. 본 연구 결과 원조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와는 달리 보건의료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원조 결과를 저하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하였

다. 전체 결과와는 상관없이, 서비스 전달, 의료정보시스템 지원, 약

품 공급에 지원이 될 경우 원조 결과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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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원조시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에 맞도록 동 요소를 주의깊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 보건의료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지

원은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원조 결과의 상승 

및 저해를 모두 일으켰으며 보건의료인력 지원시 효과성의 증가 방

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적절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강화를 위하

여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프로젝트 구성이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De Savigny와 Taghreed Adam의 보건의료시스템 모형

은 성과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만 상호작용을 구성하였다(30).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 증진 및 저하의 양쪽 방향으로 상호작용

이 관찰되었다. 2014년 Mutale등은 잠비아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

건 의료 시스템 개입의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의도치 않은 시스템 

반응을 기술하였다(89). 예를 들어서 의료인력의 멘토링, 교육훈련, 

감독/조언을 통하여 경쟁력이 향상되며 동기부여가 되어 질 높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료서비스 전달은 

수요가 폭증하면서 넘쳐났고 의료진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질 

낮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였

다(89). 한국 보건의료 원조 결과에 대한 원인은 찾기 어려우나 여

러 원인으로 성과가 저해되었을 것이다. 향후 보건의료 원조에서는 

수원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은 쉽지 않다. 특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장기 효과가 있는지 포괄적

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장애 요인으로는 능력의 부재, 각

각 다른 보건의료시스템 요소 강화에 따른 시간차, 평가자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20). 최근 이루어진 106개의 국외 보건의료 원조 평

가에서는 43%만이 보건의료시스템의 여러 개의 빌딩 블록을 포함

한 평가를 시행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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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보건의료원조의 방향성 고찰 

 

본 연구 결과 2009-2012년 한국의 보건의료 원조 중 74.07%

의 프로젝트는 무상원조, 25.93%의 프로젝트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9.26%만이 다자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90.74%는 양자원조였다. 한국 보건의료 원조 중 대다수는 감염성 

질환 및 모자보건 프로젝트였다. 보건의료 시스템 빌딩블록 중 의료

서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 인력에 대

한 예산 투입이 많았다.  

전세계 원조 경향이 2009년 이후로 약간 감소 국면 혹은 유지 

국면으로 돌아선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 한국의 원조는 그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는 2013년에 비하여 2014년 

공적개발원조는 각각 -10.7%P, -7.2%P, -15.3%P감소한데 비하

여(9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2008년 국민총소득 대비 0.09%를 

차지하였고 2013년 국민총소득 대비 0.13%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전년도 원조 총액 대비 0.8%증가하였다(91).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의 

원조 프로젝트의 수와 그 금액 또한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 전체 

원조의 흐름의 58.39%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대 아프

리카 원조는 12.51%를 차지한 데 비하여 보건의료 원조의 흐름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55.56/1.85%(57.41%), 아프리카 지역 

21.22%로 비교적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컸다.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일본은 2012-2013년 대 아프리카 원조는 23.1%, 대 

아시아/오세아니아 원조는 73.0%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본보

다 한국은 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좀더 원조 비율이 높고 아

시아 지역에서 보건의료 원조 비율이 낮았다(92). 한국에 대한 경

제협력개발기구 동료국 평가 권고안에서는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

조 비율을 높이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의료 분야 원조에서는 그 

비율이 20%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25). 아직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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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총량이 국민총소득 대비 0.13%로 평균 0.30%인 경제협력개

발기구 선진 공여국에 비하여 작은 규모이며 향후 국민총소득 대비 

0.25%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93). 여전히 적은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많은 수원국에 배분된 것 또한 문제이며,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25). 향후 소규모 개별 프

로젝트의 단기 지원보다는 규모가 큰 보건 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2년-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는 

각각 최저개발국47.5%, 저소득국 4.8%, 중저소득국 32.5%, 중상

소득국 15.2%였다. 본 연구 결과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 비율은 

29.63%, 중저소득국가 지원 비율은 53.7%, 중상소득국에 대한 지

원 비율은 12.96%로 중저소득국가 지원 비율이 16% 가량 더 높고 

저소득국가의 지원 비율은 19% 가량 낮다. 향후 한국의 보건 의료 

공적개발원조는 저소득 국가에 좀더 중점적인 원조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25). 

선진 공여국에 비하여 유상 원조의 비율이 높은 것(25.93%)도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보인다(94). 보건의료 

원조 외의 전체 대외 원조에서는 유상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욱 높아서 2010년도에는 36.3%를 차지하였다(91). 반면 

2009-2013년 OECD국가의 유상 원조는 114055.9 백만 달러, 무

상원조는 32842.5 백만 달러로 무상원조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

지한다(95). 일본은 2차 대전 후 세계은행에서 유상 원조를 받아 

국가 재건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상 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실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의 원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는 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 BRICS) 국가의 원조 목적과도 유사하며 도덕적 의무보다

는 경제 분야의 상호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96).  



96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지원 창구는 다자 원조의 비율이 9.26%

로 낮게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다자 원조 비

율인 17%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보다 낮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94).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분석에서 고려한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수원국의 특징, 

공여국으로의 한국의 특징 및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데

이터가 모두 완벽하지는 않으며, 오직 54개의 프로젝트만을 분석하

였으므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수원

국의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와 가장 가까운 연도

에 이루어진 수원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지표는 전반적 건강상태지표

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경우 함께 변화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과

거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번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원조위원회의 성과지표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일종으로 그에 해당하는 한계

점으로 가진다. 또한 5명의 평가자에 의한 프로젝트 평가 결과를 결

과변수로 사용하여 개인의 주관이 결과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조기관과 독립적인 5명의 외부 평가자

가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의학, 보건 역학, 보건 정책, 국제학, 의료 

정책 등 전공 분야가 다양하였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 외부평가자 5

인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5회에 걸친 대면 델파이 워

크숍을 통해 각 회차에는 이전 대면 워크숍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

로 재구성하여 도출된 의견이나 정보, 분석결과를 첨부해가는 방식

으로 개발협력위원회의 준거를 합의하고 평가를 적용하였다.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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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질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의견 및 판단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평가를 지속하였으며 최종 합의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지표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정확히 반영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빌딩 블록의 정의 가장 

가까운, 공인된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쳤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빌딩블록에 배정된 예산과 보건의료시스템과의 2자간의 상

호작용을 측정하였으나, 시스템 반응은 앞서 서술한대로 여러 경로

로 일어나므로 꼭 2개 지표간의 상호작용 외에 3개 지표의 군집 상

호작용, 피드백, 위상 전이, 결집, 네트워크 전파 등 다양한 상호작

용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28). 추후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분석한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본 분석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후속 연구에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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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보건의료원조의 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소

득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빈곤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적

절성이 높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국가에서 

효율성의 성과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 공여국과의 경제 교류, 정치

외교적 영향에 의하여 원조효과가 저하되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많은 영역에 대해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수록 

보건의료원조 성과가 높았다. 대체로 투입에 대해 성과를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원조에 의한 직접 영향이 나타났다. 각 영역에 예산 투

입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원조의 상호작용은 성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도, 감소하는 방향으로도 간접 영향이 드러났으며 특히 보

건의료인력 지원,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 분야에 예산을 투

입할 때 원조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향후 적절성 및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원조 프로젝트를 선

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조 분배시 공여국의 영향을 최소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엄격한 프로젝트 형성 

평가, 무상원조 증대, 다자원조 증대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 빌딩 블록

에 대한 고려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국의 적절한 보건

의료정보 조사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키므로 프로젝트 형성시 

실질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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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자료원 

Databases, tools, and assessment in Measuring Health System Performances (adopted and revised from (97) and https://www.hfgproject.org/resources/health-systems-database/) 

Organization Publications, tools, and assessment methods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Everybody’s business: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o improve health outcomes: WHO’s framework for action (WHO, 2007)  

Toolkit on monitoring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WHO, 2008)  

Service availability mapping (SAM) (http://www.who.int/healthinfo/systems/serviceavailabilitymapping/en/index.html)  

Prevention SAM (http://www.who.int/healthinfo/systems/sampsam/en/index.html)  

Action Program on Essential Drugs, Indicators for Monitoring National Drug Policies: A Practical Manual (WHO, 1999)  

WHO Medicines Strategy (WHO, 2008a)  

Level I and Level II Indicators to Assess Country Pharmaceutical Situations (WHO, 2006)  

Public Education in Rational Drug Use: A Global Survey (Fresle & Wolfheim, 1997)  

Developing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WHO, 2004)  

Alliance for Health Policy and Systems Research (http://www.who.int/alliancehpsr/en/)  

Framework for Assessing Health System Governance (WHO/EMRO, 2007)  

Essential Public Health Function Measurement (WHO/PAHO, 2008)  

World Health Surveys (WHS) (http://www.who.int/healthinfo/survey/en/index.html)  

WHO/HMN  Health Metrics Network (HMN) Framework and Standards For Country Health Information Systems (HMN, 2008)  

HMN Health Information System Assessment Tool (HMN, 2008a)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 (http://www.unicef.org/statistics/index_24302.html)  

The World Bank The Worldwide Development Indicators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  

Results-based Financing in Health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Index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LSMS)  

Public Expenditure Review (PER)  

Quantitative Service Delivery Surveys (QSDS)  

Public Expenditure Tracking Survey (PETS)  

Performance Monitoring Indicators: A Handbook for Task Managers (Mosse & Sontheimer, 1996)   

Benefit Incidence Analysis (BIA): BIA tools and evaluations have been made publicly available as part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World Bank.  

USAID  

  

*MEASURE DHS: (http://www.measuredhs.com/)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Program 

Service Provision Assessment (SP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MEASURE Evaluation/International Health Facility Assessment Network (IHFAN)  

https://www.hfgproject.org/resources/health-system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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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ublications, tools, and assessment methods  

Profiles of Health Facility Assessment Methods  

Guidance for Selecting and Using Core Indicator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Health Facility Readiness to Provide Services  

Facility Audit of Service Quality (FASQ)  

Signature Domain and Geographic Coordinates: A Standardized Approach for Uniquely Identifying a Health Facility  

Quick Investigation of Quality (QIQ): A User’s Guide for Monitoring Quality of Care in Family Planning 

Performance of Routin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PRISM)  

Child Survival and Technical Support Plus: Rapid Health Facility Assessment (R-HFA) (http://www.childsurvival.com/rhfa_1.cfm)  

Logistics System Assessment Tool (LSAT) (DELIVER, 2009)  

Strategic Pathway to Reproductive Health Commodity Security (SPARHCS) (Hare, Hart, Scribner, & Sheperd, 2004)  

Contraceptive Security Index (DELIVER, 2006)  

Family Planning Effort Index (Ross & Stover, 2001)  

ACQUIRE Project: (http://www.engenderhealth.org/our-work/majorprojects/acquire.php)   

ACQUIRE Evaluation of LAPM Services (ELMS)  

Capacity Project: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HRIS) Strengthening (http://www.capacityproject.org/)  

Population Council: Population Council Health Facility Assessment (PCHFA) (http://www.populationcouncil.org)  

*Health Systems 20/20 (http://www.healthsystems2020.org/):   

Health Systems Assessment Approach (with Rational Pharmaceutical Management Plus /QAP)   

National Health Accounts (NHAs)   

Health systems database  

The System-Wide Effects of the Fund (SWEF) research protocol with the SWEF Research Network (Bennett & Fairbank, 2003)  

Rational Pharmaceutical Management Plus/QAP (http://www.msh.org/projects/rpmplus/):  

Rapid Pharmaceutical Management Assessment: An Indicator-based Approach  

Strategic Framework for Foreign Assistance (SFA) Governance Indicators (http://www.state.gov/f/c23053.htm)  

Graduation Report on Increased Health Promotion and Access to Quality Health Care in the Europe and Eurasia (E&E) Region (internal document, 

developed by E&E Bureau’s Program Objective Team for Strategic Objective 3.2) (USAID Program Objective Team 3.2, 2001)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  

Health Facility-based Survey of Human Resource for Health in HIV/AIDS, TB,  

Malaria and MCH Services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Health Facility Census   

The Global Fund to Fight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lobal Fund Monitoring and Evaluation Toolkit (The Global Fund, 2006 and 2008)  

The Global HIV/AIDS 

Initiatives Network (GHIN)  

Country studies examine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effects of global HIV/AIDS initiatives (by The World Bank Global HIV/AIDS Program, Global Fund, 

and PEPFAR) at the country level. (Gottret & Schie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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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ublications, tools, and assessment methods  

GAVI Alliance  Guidelines for GAVI Alliance Health System Strengthening (HSS) Applications (GAVI Alliance, 2007)  

DfID  Future Health Systems consortium, with the aim of publishing health systems evaluations (http://www.futurehealthsystems.org)  

Health Systems Resource Centre (http://www.dfidhealth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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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설명모형 검증  

 

(1) 다중공선성의 검증 

 

본 회귀분석 전 각 독립변수 및 설명변수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보건의료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받으므로 회귀모형 가설을 위배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였다. 병원 밀도, 의료인력 밀도, 의료정보 

총점, 의료기술 정책 여부, 의료기술 관리 여부, 수원국의 

국내총생산대비 보건의료지출, 정부총지출 대비 보건의료지출, 총 

보건의료비용 지출 중 본인부담금 지출,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를 검토하였다.  

수원국 및 공여국 관련 변수로 첨단산업 수출, 항만인프라의 질, 

국민총소득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농업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 실업률, 1 인당 국민총소득, 

총인구수, 식자율, 한국의 수출/수입액, 한국의 직접투자액,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의 총원조액,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3 에 제시되어 있다. 수원국 관련 변수 중 다수가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변수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원국의 의료서비스 전달 항목 중 산전 진찰 접근성 및 DTP3 

예방접종률은 의료인력과 관계가 있었다. 의료인력의 밀도와 병원 

밀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원국의 첨단산업 수출은 산전진찰 보편 접근성, 병원밀도, 

의사인력 밀도, 의료정보시스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항만 

인프라의 질은 산전 진찰 보편접근성, 병원밀도, 본인부담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산전진찰 접근성, 병원밀도 및 의사밀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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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농업 비율은 산전진찰 보편접근성, 의료인력밀도 및 

의료정보시스템과 음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결핵 완치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빈곤인구비율은 산전진찰 보편접근성, 

의료인력밀도, 의료정보시스템, 정치적 안정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업률은 의료인력, 의료기술관리, 보건의료지출, 

정부총지출대비 정부보건지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료정보, 항만인프라의 질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1 인당 

국민총소득은 병원밀도, 의료인력밀도, 의료정보시스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인구수는 보건의료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자율은 병원밀도, 의사밀도, 의료정보총점, 정치적 

안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여국 변수에서 한국에서의 수출액은 의료정보점수, 

의료기술정책, 정치적 안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으로의 수입액은 의료기술정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는 병원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총액은 병원 밀도 및 의사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절삭치인 0.70 에 근접한 값을 가진 

변수는 농업비율, 1 인당 국민총소득,  식자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분산팽창지수를 구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Table 14).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독립변수들과 

수원국, 공여국 관련 설명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었다. 

분산팽창지수가 10 보다 큰 수원국, 공여국 관련 독립변수들은 한국 

수입액, 성인 식자율, 총 인구수, 국민 총생산대비 농업 비율, 

첨단기술산업 수출, 한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총액,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액, 1 인당 국민총소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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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earson’s correlation matrix (P<0.05 significance marked with sta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Universal access to ANC 1.000 
                         

(2) DTP3 coverage 0.141 1.000 
                        

(3) TB treatment success -0.239 *0.304 1.000 
                       

(4) Hospital density 0.066 0.100 -0.321 1.000 
                      

(5) Physician density *0.466 *0.389 -0.133 *0.533 1.000 
                     

(6) HIS score *0.601 0.318 0.226 0.065 *0.662 1.000 
                    

(7) Technology policy 0.090 0.201 *0.315 0.240 0.000 0.255 1.000 
                   

(8) list of technology -0.108 0.006 -0.307 -0.074 *0.335 -0.320 -0.045 1.000 
                  

(9) HET *0.319 0.198 -0.131 -0.096 0.297 0.197 0.139 0.226 1.000 
                 

(10) GGHE_GGE 0.013 -0.197 -0.340 -0.266 0.198 0.057 *-0.343 *0.368 *0.450 1.000 
                

(11) OPHE 0.079 0.234 *0.314 -0.118 -0.012 -0.064 0.033 -0.292 -0.007 *-0.429 1.000 
               

(12) Political stability 0.257 *0.439 0.249 *0.375 *0.283 *0.551 *-0.660 -0.034 0.218 -0.336 0.001 1.000 
              

(13) High tech exports *0.338 0.011 0.150 *0.510 *0.418 *0.557 0.164 -0.172 -0.081 -0.165 0.093 0.303 1.000 
             

(14) Infra quality 0.490 -0.055 -0.095 *-0.356 -0.271 0.340 -0.109 *-0.439 0.025 -0.055 *0.348 0.055 -0.010 1.000 
            

(15) Net ODA per GNI *-0.349 *-0.343 0.265 *-0.352 *-0.554 -0.308 0.036 0.102 -0.008 -0.008 -0.261 -0.250 -0.060 -0.128 1.000 
           

(16) Agriculture *-0.610 -0.125 *0.416 -0.317 *-0.613 *-0.441 0.039 -0.101 -0.008 -0.161 0.146 -0.163 -0.195 0.020 *0.725 1.000 
          

(17) Poverty -% -0.268 *-0.489 -0.164 -0.178 *-0.429 *-0.703 -0.281 0.192 0.081 0.280 -0.152 *-0.394 -0.309 0.020 0.301 0.112 1.000 
         

(18) Unemployment 0.114 -0.052 -0.224 0.020 *-0.406 *-0.389 -0.188 *0.430 *0.413 *0.411 -0.224 -0.242 -0.138 *-0.519 -0.081 *-0.297 -0.034 1.000 
        

(19) GNIPC *0.423 0.161 *-0.361 *0.510 *0.684 *0.379 0.022 0.271 0.059 0.197 -0.106 0.256 0.170 -0.165 *-0.693 *-0.789 *-0.323 0.252 1.000 
       

(20) total population 0.015 -0.022 0.269 -0.322 -0.112 0.116 0.084 -0.132 *-0.361 -0.157 0.172 -0.093 0.205 0.216 -0.199 -0.123 -0.264 -0.098 0.032 1.000 
      

(21) Literacy rate *0.610 *0.495 -0.052 *0.441 *0.688 *0.583 0.168 0.168 0.033 -0.074 -0.000 *-0.514 0.201 -0.195 *-0.711 *-0.751 *-0.466 0.241 *0.677 0.116 1.000 
     

(22) Export from Korea *0.330 0.209 *0.284 -0.039 0.187 *0.564 *0.504 -0.179 -0.043 -0.200 0.184 *-0.468 *0.555 0.238 *-0.290 -0.245 *-0.412 -0.214 0.142 *0.638 *0.401 1.000 
    

(23) Import from Korea *0.278 -0.038 0.123 -0.103 0.004 0.255 *0.328 -0.126 -0.211 -0.215 0.096 0.275 0.288 0.230 *-0.317 -0.258 *-0.377 -0.103 0.254 *0.814 *0.329 *0.792 1.000 
   

(24) Overseas direct invest -0.107 0.094 *0.298 *-0.346 -0.237 0.076 -0.030 0.204 0.001 0.013 0.137 -0.049 -0.097 0.175 0.233 *0.325 0.215 -0.193 *-0.300 0.116 -0.102 0.178 0.095 1.000 
  

(25) OECDDAC aid -0.180 -0.042 0.110 -0.184 -0.263 -0.206 -0.083 -0.153 -0.189 -0.133 0.180 0.026 -0.221 0.240 -0.010 0.202 0.175 -0.270 -0.193 -0.035 -0.157 -0.080 -0.029 *0.344 1.000 
 

(26) ODA from Korea 0.061 0.149 -0.073 *0.535 *0.418 -0.258 0.134 0.219 -0.045 0.032 0.149 -0.045 0.257 -0.165 -0.172 -0.173 -0.167 0.066 *0.466 -0.077 0.165 -0.048 -0.053 -0.077 -0.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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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Multicolinearity test: Variance Inflation Factor test 

Variable VIF 1/VIF 

Amount of import from Korea (million USD) 9544.78 0.000105 

Literacy rate, adult (%)  7786.11 0.000128 

Total population (million) 5419.58 0.000185 

Agriculture (% of GDP) 2338.94 0.000428 

High-technology exports (% of total manufactured exports) 830.51 0.001204 

Total ODA from Korea (million USD)  637.29 0.001569 

Amount of export from Korea (million USD) 524.16 0.001908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11.68 0.085628 

Global OECD/DAC total aid of the year (billion USD) 8.71 0.114831 

Overseas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million USD) 8.41 0.11888 

Mean VIF 2711.02  

 

 

(2) 수원국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시스템 요인 검증  

보건의료시스템 모형의 지표의 수준이 실제로 수원국의 현재 건강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였다. 현 수원국의 보건

의료시스템 강화가 궁극적으로 각국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

의 보건의료시스템 지지는 수원국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

게 될 것이다.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대 수명 및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모

형에서 VIF값이 10 이상으로 큰 지표는 국가적 의료기술 정책의 

존재 여부와 보편적 산전의료 접근성이었다. 지표의 중요성으로 인

하여 회귀모형에 두 변수 모두 포함하였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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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ulticolinearity test for health system modeling: 

Variance Inflation Factor test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Indicators 

VIF for life 

expectancy 
VIF for 

under 5 

mortality 

1. Health Service 

Delivery 

Universal ANC coverage 17.43 17.43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ospitals 

4.34 4.34 

2. Health Workforce Physicians (per 1,000 people) 8.55 8.55 

3. Health Information HIS Total score (%) 8.31 8.31 

4. Essential 

Medicines/Health 

technology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17.71 17.71 

 Types of lists recommending health 

technology for high burden diseases 

5.16 5.16 

5. Health Financing GGHE/GGE (%)a 4.94 4.94 

6. Leadership and 

Governance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3.27 3.27 

 

 각국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지표로서 기대수명 및 

5세 이하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기대수명 지표는 국민 총생산과 비

선형 관계를 가짐이 보고된 바 있으나 국민 총생산 1만불 이하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선형 관계를 보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였다(98). 5

세 이하 사망률 역시 국민 총생산과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고 일부 

연구에서는 log 국민 총생산값을 사용하나 1만불 이하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선형과 유사한 관계를 보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다중회

귀분석을 적용하였다(99).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변수로는 표 12의 변수를 일차적으로 사

용하였으나 시스템 각 하위그룹내의 지표는 다중공선성을 보여 문

제를 검토 후 사용한 지표는 보편적 산전진찰 접근성, 인구 

100,000명당 병원 밀도, 의사 밀도, 의료정보시스템 평가 총점, 의

료기술 정책 여부(더미변수), 국가예산 대비 보건의료예산 비율, 정

치적 안정성을 사용하였다. 

 기대수명 모형에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R2값은 0.9553로 보건의

료시스템 지표는 출생시 기대수명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지표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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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Table 27). 보건의료시스템의 각 요소를 나타내는 지표 

중 의료인력밀도, 병원 밀도, 의료정보시스템 평가 결과, 의료기술정

책 여부(더미변수), 정치적 안정성 지표는 기대수명과 유의한 선형

관계가 있었다. 5세이하 아동사망률 모형에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R2값은 0.9272였으며 의료인력밀도, 병원 밀도, 의료정보시스템 평

가 결과, 의료기술정책 여부(더미변수), 정치적 안정성 지표는 5세

이하 아동사망률과 유의한 선형관계가 있었다(Tab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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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for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under 5 mortality rate 

 

 
Life expectancy at birth 

Under 5 mortality rate (probability of dying by age 5 per per 

1,000 live births), 2015 

Recipient Health System Factors Multivariate 

regression 

coefficient 

S.E. Regression 

Effect Size 

(Partial R 

square) 

P value Multivariate 

regression 

coefficient 

S.E. Regression 

Effect Size 

(Partial R 

square) 

P value 

1. Health Service Delivery         

 Universal ANC coverage -0.553 0.077 0.191 P<0.001 1.625 0.354 0.128 P = 0.001 

Total density per 100 000 population: Hospitals -14.094 1.169 0.542 P<0.001 48.972 5.350 0.508 P<0.001 

2. Health Workforce         

Physicians (per 1,000 people) 37.104 3.768 0.361 P<0.001 -129.458 17.244 0.342 P<0.001 

3. Health Information         

HIS Total score (%) 0.962 0.233 0.063 P = 0.001 -3.326 1.067 0.059 P = 0.009 

4. Essential Medicines/Health technology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No 12.621 3.508 0.048 P = 0.004 -42.071 16.056 0.042 P = 0.022 

   Yes, but it is not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Yes, and it is part of the National Health Program/Plan or Policy         

Types of lists recommending health technology for high burden diseases -13.455 2.629 0.098 P<0.001 42.938 12.031 0.077 P = 0.004 

   No list available         

   One or more lists         

5. Health Financing         

GGHE/GGE (%)a 0.488 0.257 0.013 P = 0.082 -2.440 1.175 0.026 P = 0.060 

6. Leadership and Governance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10.838 1.279 0.268 P<0.001 -32.166 5.852 0.183 P<0.001 

   R2= 0.955    R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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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시스템 빌딩 블록간의 상호작용 측정 

 

앞서 언급한 바 세계보건기구는 한 국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

여 해당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각 빌딩 블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으며 이 상호작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며 최종적인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한국의 원조 대상 수원국에서 보건의료시스템 요소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7에 제시되어 있으며 경로 분석(Path analysis) 

결과는 Figure 10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변수로 앞서 고려하였던 

기대수명을 사용하였다. 앞서 Table 13에서는 의사밀도와 

병원밀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큰 

상관관계는 없었다(p = 0.254). 보건의료서비스의 지표인 

병원밀도와 보건의료재정, 거버넌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p = 0.011, p = 0.004). 의료인력의 수와 의료기술정책 

또한 유의한 선형관계가 있었다(p = 0.027). 의료기술정책과 

보건의료 재정 및 거버넌스는 각각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였다(모두 

p < 0.001). 의료재정과 거버넌스 또한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였다(p 

= 0.011).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의료인력의 수와 의료정보시스템 평가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료인력의 수와 거버넌스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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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Interaction between multiple health system factors for life expectancy at birth 

Interaction between multiple factors  

Variable 

 

Interaction variable 

Interaction 

Coefficient 

S.E. P value 

     

Universal antenatal care coverage 

 

 

 

 

Physicians (per 1,000 people) -0.489 0.197 P = 0.017 

HIS Total score (%) -0.062 0.034 P = 0.080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0.088 0.131 P = 0.506 

GGHE/GGE (%)a 0.018 0.013 P = 0.176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073 0.090 P = 0.424 

Physicians (per 1,000 people) 

 

 

 

HIS Total score (%) 0.319 0.196 P = 0.103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0.404 0.183 P = 0.027 

GGHE/GGE (%)a -0.208 0.209 P = 0.318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263 0.203 P = 0.195 

HIS Total score (%)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0.292 0.200 P = 0.143 

GGHE/GGE (%)a 0.005 0.218 P = 0.982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157 0.213 P = 0.460 

Health technology (medical device) national 

 

GGHE/GGE (%)a -0.578 0.145 P < 0.001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584 0.144 P < 0.001 

GGHE/GGE (%)a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0.445 0.175 P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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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ath analysis of health system indicators to life 

expectancy at birth. Interactions between indicator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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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ODAH) is one 

of the practical means to reduce global health dispar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without sound system of 

recipient countries. Health system strengthening approach is a way to 

implement developmental aid in more harmonized way to increase ownership 

and sustainability of partner countries. But the evidences of effect has been 

still lacking.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resence of budget 

supporting each health system component improve evaluation result or not, 

usi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DAC) evaluation 

criteria.  

 

Methods: We used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ODAH as outcome variables. 

we completely enumerated 54 projects From 2009 to 2012. We employed 

indicators for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using OECD/DAC 

evaluation criteria. Detailed sub-indicators wa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ies and stakeholders. Five external evaluator did (i) project evaluation, 

(ii) interviewed and surveyed development agencies, (iii) interviewed and 

surveyed beneficiaries and health officials of recipient country (iv) conducted 

joint evaluations visiting recipient countries. Five evaluators had face-to-face 

workshops over five times with confrontational Delphi technique. At the first 

time their opinions and judgments were heterogeneous but after five rounds 

they reached a certain consensu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budget 

commitment of disease areas of the project,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maternal and child health/non-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and disaster/others. Independent variables also include budget commitment of 

six building blocks(service delivery/human resource/health information/drugs 

and medical technology supply/ health finance/leadership/governance). 

Confoundings wer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health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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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country, with the formation of projects, and with recipient, donor, 

and global context. The differences of relev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as analyzed with independent T test and ANOVA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projects. We analyzed whether the presence of budget in each 

disease categories and building blocks of health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results of evaluation i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Finally, 

we analyzed whether the intervention of health system component has 

interacted the existing health system or not i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Results: 74.07% of the projects in grant, 25.93% was supported by loan. Only 

9.26% was supported by multilateral aid while the remaining 90.74% was by 

bilateral aid. ODAH from Republic of Korea mainly focused on infectious 

diseases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Regarding health system building 

blocks, service delivery was the most popular tool occupying 20-35% of 

projects. Human resource was the second common tool in 13-29% of projects. 

Just a few of the project distributed the budget to information, medical 

products, health financing and leadership/governance. The relevance of the 

aid was higher in low-income countries(p = 0.034). The grant aid was more 

relevant than loan in its aid objectives(p <0.001) and design(p = 0.001). 

Multilateral aid is more relevant than bilateral aid in its objectives(p = 0.047) 

and design(p = 0.056).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red to the gross national product of each recipient country decreased 

relevance of projects(p = 0.035). The more exports and imports from Republic 

of Korea decreases relevance of aid significantly (p = 0.017 and 0.043). When 

recipient countries make its health data open appropriately, the relevance of 

objectives and design, and the efficiency were increased (each p = 0.018, p = 

0.001, p = 0.026). If there were specified targeted diseases, the relevance of 

project objectives was increased(p <0.001). If number of HS building blocks 

increased where budget allocated, relevance of objectives and design of the 

project goals was increased ( p <0.001, p = 0.003). When budgeting 

leadership/governance, it interact with the recipient health system 

significantly(p =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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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more vulnerable areas including low-income countries, Asia 

and Africa supported, the better outcome we found. And we recommend to 

increase grant and multilateral aid for better outcome.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to minimiz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upon health aid 

distribution. Disclosure of health information of recipient countries can 

increase better outcomes of ODAH. Balanced budgeting to six building 

blocks can improve aid outcome. Although we could not find system-wide 

effect of ODAH, we found that supporting governance/leadership can interact 

recipient health system.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id effectiveness, health system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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