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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에서 중복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건 ODA 사업, 나아가 한국 ODA 사업 

전반의 개선에 필요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통일

된 개념이 부재하였던 중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뒤, 세운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실제로 한국 보건 ODA 사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원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이 시행

한 보건 영역 양자 ODA 사업이며 총 1131개의 사업을 모집단으로 

삼아 그중 분석이 가능한 24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수출입은행 ODA 통계 자료로 공개되어 있는 2008

년부터 2010년까지의 ODA 사업의 집행 기관, 원조 유형, 협력국명, 

분야 대분류명, 분야 중분류명, 분야 소분류명, 사업명, 시행 기관, 

예산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이 중 보건 분야 ODA 사

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낸 뒤, 분류명을 점검하고 분석

에 알맞게 자료를 재정리 하였다. 셋째, 중복의 틀에 비추어 유·무

상 보건 ODA 사업 간의 중복 정도와 무상 보건 ODA 사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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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정도를 사업 건수와 예산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보건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중복을 나

타내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양자 유상 보건 ODA 

사업은 건수로는 3~32%, 예산으로는 12~85%가 무상 보건 ODA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별되었다. 동일 기간 시행된 양자 

무상 보건 ODA 사업은 건수로는 8~53%, 예산으로는 1~44%가 

다른 무상 보건 ODA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사업 건수로는 무상 ODA 사업 간의 중복성이 유·무상 

ODA 사업 간의 중복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복을 나타내고 있었

으며, 예산으로는 후자가 더 높은 수준의 중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원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세운 목표를 토대로 각 집행 기관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보건, 공적개발원조, 중복, 조화, ODA 

학  번: 201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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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2009년

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가입1하

고 2011년에는 부산 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4)를 개최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제 사회 원칙에 맞는 사업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일 것이다. ODA는 최종 수혜자가 개발도상국의 국

민이고 외국에서 업무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준 준수와 국제개발협력 아젠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 국내 기관의 평가와는 차별화된 지표와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박수영&고요한, 2012).  

   한국의 원조 규모는 최초로 대 개도국 차관을 시작한 1987년 

0.2억 달러 대비 2012년 16.1억 달러로 약 80여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I) 대비 전체 

ODA 규모는 그림 1과 같으며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증

                                        
1
 2009년 11월 25일 OECD/DAC 가입확정, 2010년부터 24번째 회원국

으로서 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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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언한 바 있다2. 이 중 보건 분야의 경

우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중 교육, 교통 및 물

류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를 보건 분야에 지출하였으며(158.8백만 달러), 

이는 2010년 대비 20.9% 증가한 것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3)3. 

또한 2015년까지 국제 사회가 힘을 모으기로 한 새천년개발계획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목표 8가지 중 보건과 

관련된 목표가 3가지일 정도로 보건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보건 ODA의 규모에 맞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은 필

수적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원조의 방향성과 방법을 수정하

여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1. 2001-2011년 한국의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순지출 

기준  [출처: www.odakorea.go.kr] 

                                        
2
 2012년 OECD/DAC 회원국의 평균 원조 규모는 GNI 대비 0.29%, 

2012년 한국의 ODA/GNI 집행실적은 DAC 회원국 24개국 중 22위 (국

무조정실 외, 2013) 
3
 www.odakorea.go.kr에는 보건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영역이 2010년 

137.4백만 달러(15.2%), 2011년 95.4백만 달러(9.6%)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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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 이후로는 처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동료 평가(peer review)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이

미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ODA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의 소리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전 평가

를 받았던 6가지 항목(전략적 방향성, 원조 이상의 개발, 원조의 규

모 & 통로와 분배, 조직과 관리, 원조 효과성과 결과, 인도적 지원)

에서 비슷한 사항을 다시금 지적 받았다. 그중에서도 지금도 끊임없

이 이슈화되고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가 ODA 통합 체계 부재로 인

한 원조 체계의 분절화 현상이다. 원조 분절화(fragmentation of 

aid)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예산을 부처 및 관계 기관이 나누어 

집행하는 체계”로 알려져 있다(ODA Watch, 2012b). 국무총리실에

서 실시한 2010년 ODA 사업 현황 조사를 보면 32개 기관(실제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 71개 시행 기관

(소관예산 또는 타 기관의 예산을 출연 받아 집행하는 기관)이 100

여개 국,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73개의 ODA 사업을 집행하

는 분절화된 집행 상황을 나타낸다. 그동안 분절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각 부처의 입장

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왔으며 대표적 ODA 주관 기관인 기획재정

부와 외교부4는 원조 체계의 일원화란 주제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은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간

                                        
4
 2013.3.23 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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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

업의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형편이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보

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조 체계가 분절화되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ODA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원조의 효과를 저하시키며 협력국의 원조 통계

가 누락되는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특

히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양자 무

상 원조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

간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

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수치의 표시 없이 중복되는 사업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ODA

와 관련한 사업 중복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는 2011년 

ODA 각 부처 사업 중 신탁기금 납부, 국제기구 협력사업, 연구용역 

수행 및 세미나 개최, 정부초청 장학생 등 분절화와 무관한 분야 제

외 시에 양자 ODA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약 5.8% 정도로 

이는 우려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서 출발하였다.  

   원조의 분절화나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의 중복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조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원조조화의 논의가 시작된 2002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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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회의로부터 원조 효과성의 논의가 본격화된 2005년 파리회의, 원

조의 질적 제고를 논의한 2008년 아크라회의, 그리고 효과적인 개

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논의된 2011년 부산회의로 이어

져왔다. 이 중 특히 파리선언은‘효과성’을 핵심규범으로 제시하되 

원칙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 공여국들의 중복적 사업에서 초래되는 행정부담을 줄이고 공

여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을 통한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 등도 여기서 논의된 바 있다.  

 

그림 2. 파리선언  [출처: www.odakorea.go.kr]  

   

   사업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 크게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

영과 협력국에 주는 행정적인 부담을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원조 사업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여국 내에서 서로 다른 기관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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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복은 파리선언의 5대원칙 중 원조일치(alignment)와 원조조화

(harmonization)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개발원조위원회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규모 대비 훨씬 적은 ODA 예산을 운영하

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중복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느냐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ODA의 효과

적인 운영을 대비하고 또 원조예산의 출처인 국민의 세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지

금까지 수행되어온 원조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영역 ODA 사업에서 중복성 

정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보다 나은 원조에 필요

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기 다

르게 제안되어온 ‘중복’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한다. 파리선

언에서 명시된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개념이 공여국 간 

뿐만이 아니라 공여국 내의 여러 사업 주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보건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원조가 

협력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개

선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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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1969년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였다. 

OECD/DAC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이 “공공 기관이나 이를 집행하

는 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

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 기관에 의해 개발 

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되어야 하며 둘째, 개발도

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셋째, 차

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

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대상이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목록에 속

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여야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국제기구 등에 납부하는 분담금 및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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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하는 ‘다자간 원조’와 공여국과 협력국이 직접 거래하는 

‘양자간 원조’로 나뉘며, ‘양자간 원조’는 다시 상환 의무가 부

과되는 ‘유상 원조’와 상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무상 원조’

로 나뉜다. 한국의 양자간 원조 중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 수

출입은행(EDCF)에서, 무상 원조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기타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부를 포함

한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은 기획재

정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표 1). 

표 1. 우리나라 ODA 사업 체계 [출처: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구분 협력 형태 실시 기관 소관 부처 

양자 ODA 무상 원조(물자지

원, 재난구조, 기

술 협력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기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상 원조(차관) 수출입은행

(EDCF) 

기획재정부 

다자 ODA 국제금융기구 출

연·출자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외교부 등 정부 부처 

 

본 연구는 공여국 입장에서 원조 시행 기관 간의 중복성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간 원조’에 그 초점을 맞춘다.  

   공적개발원조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 자료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OECD/DAC의 원조 목적 코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보건 ODA 사업은 OECD/DAC 분류를 기준으로 보건 영역(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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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20. Health)에 속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조 목

적 코드 목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 보

건(DAC code 130. Population policies/programmes and 

reproductive health)’에 속하는 사업 중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CRS code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를 제외한 나머지 소분류 사업의 내용들도 모두 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복성을 평가하게 될 보건 ODA 사업은 OECD/DAC의 ODA 대분

류 중 ‘보건’분야에 속하는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시

책 및 생식 보건’분야에 속하는 사업 중 ‘인구정책 및 행정관

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포함한다(표 2). 

표 2. 보건 ODA 원조목적 코드 목록. 상세내용은 부록 참조 [출처: 

http://www.oecd.org/dac] 

DAC 

code 

CRS 

code 

분야 

120 

(대분류) 

  보건 (HEALTH)  

121 

(중분류) 

  보건일반 (Health, general) 

  

 

 (소분류) 

12110 보건 정책 및 행정 관리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2181 의료 교육 및 훈련 (Medical education/training)  

12182 의료 연구 (Medical research) 

12191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s)  

122 

(중분류) 

  기초 보건 (Basic health) 

  

 

 

 

(소분류) 

12220 기초 보건 진료 (Basic health care) 

12230 기초 의료 설비 (Basic health infrastructure) 

12240 기초 영양 (Basic nutrition) 

12250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Infectious disease control)  

12261 보건 교육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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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Malaria control) 

12263 결핵 관리 및 예방 (Tuberculosis control)  

12281 보건 인력 개발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30 

(대분류) 

  인구정책 /시책 및 생식보건 (POPULATION 

POLICIES/PROGRAMMES AND REPRODUCTIVE 

HEALTH) 

  

 

 

 

 (소분류) 

13010 인구 정책 및 행정 관리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3020 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 care) 

13030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13040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대책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13081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 개발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2) 파리선언 이행 평가 

 

   2005년 국제 사회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선언인 파리선언

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지표와 지표 달성 기한을 정하였다. 5년의 기

한이 지난 2011년 OECD/DAC는 각 회원국의 파리선언 지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한국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지표별 파리선언 이행 결과: 한국 (2005,2007,2010 년) 

[출처: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184, OECD/DAC 2011] 

파리선언 지표 2005

년 

한국 

2007

년 

한국 

2010

년 

한국 

2010 

전체 

공여국 

2010 

목표

치   

3. 원조의 흐름이 국가 우선

순위와 일치 11% 34% 46% 38% 85% 

4. 조율된 기술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74% 79% 11% 43% 50% 

5a. 협력국의 공공재정관리 

체계 사용 45% 10% 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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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협력국의 조달 체계 사용 0% 5% 37% 36% .. 

6. 중복되는 프로젝트 실행 

기관을 없애 역량 강화
5
 0 11 4 11 0 

7. 원조 예측성 증가 11% 19% 32% 20% 56% 

8. 원조의 비구속화 .. 21% 47% 44% .. 

9. 공동 처리방식 혹은 절차

를 활용(프로그램형 접근법에 

의해 제공된 원조의 비율) 0% 1% 42% 29% 66% 

10a. 공동 현지 사무소 0% 15% 8% 5% 40% 

10b.  공동 국가 분석 활동 .. 0% 50% 50% 66% 

 

   2005, 2007, 2010년 한국의 수치를 나타낸 맨 앞 3개의 열은 

파리선언 채택 이후 공여국들의 원조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개선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2006년과 2011년에 실시된 두 설문

에 모두 참가한 32개 협력국들의 평가 점수를 중심으로 재취합 및 

재산출 된 것이다. 한국의 2005년 수치는 32개의 협력국 중 한국

을 평가한 3개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며, 2007년 수치는 32개의 

협력국 중 한국을 평가한 9개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2010년 

수치는 2011년 설문조사에 참가한 78개 협력국 중 한국을 평가한 

26개국의 점수로 산출된 것이다. 

  ‘2010 전체공여국’란과 ‘2010 목표치’란을 비교해 보면 국

제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수치가 파리선언의 목표달성에 미달한 것

을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짧은 시간적 목표(2005-2010년), 둘째로 유럽 선진 공여국 중심

의 지표 개발, 셋째로 공여국의 정치적 의지부족 및 행동변화 미약, 

넷째로 나라별로 서로 다르게 지표를 해석할 가능성, 다섯째로 개도

                                        
5
 How many PIUs are parallel to countr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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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스템 개발 역량 부족에 대한 고려 미흡, 마지막으로 원조 이행

과정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이다(임소진,  2012).  

   비록 한계점들을 지적 받고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들 지표

를 살펴보면 지표 6, 9, 10 등에서 타국과의 공동 수행을 통한 효율

성 증가와 중복 방지를 위한 목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한국도 중요하게 여

겨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3) 중복 사업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

지 않아 각 보고서마다 중복 사업의 예시로 들어놓은 사업의 종류

가 저마다 다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는 협력국가와 분야가 같고, 사업 내용이 유사할 경우

에 원조 사업의 중복으로 보지만 각 행정 부처들은 협력국가 내 해

당 지역이 다를 경우 수혜자가 겹치지 않으므로 이를 중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ODA Watch, 2012b). 그러나 이럴 경우 실제

적인 문제는 대상 지역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협력국 정부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

이다. 만약 사전에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서로 다른 기관 간

에 조율이 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배치된다면 문제가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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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형편이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 목적이

나 사업 내용 및 업무 영역이 비슷한 사업을 일컫는다(국회예산정

책처, 2011b). 이성근 외(2008)는 중복 사업을 “동일 목적을 위해

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명한 바 있고 금

창호&권오철(2008)은 ”같은 대상과 목적을 위해 둘 또는 그 이상

의 행정 기능 수행주체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지칭하였

다.  

표 4. 중복 사업 정의 

문헌 중복 사업 정의 

ODA Watch 

(2012b) 

 

-국가와 분야, 세부분야가 겹칠 경우.  

예)탄자니아 보건-모자보건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기관이 두 기관 이상일 경우 

-인력초청사업의 경우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모집군

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예)협력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생 

초청 사업을 두 기관 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2011b)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 및 업무 영역이 비슷한 

사업 

이성근 외(2008) 동일 목적을 위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단을 사

용하는 사업 

금창호&권오철

(2008) 

같은 대상과 목적을 위해 둘 이상의 행정 기능 수

행주체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화 방식을 따르되 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중복 사업을 정의하며 국

회예산정책처의 중복 개념과 금창호&권오철(2008)의 중복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OECD/DAC 소분류명이 사업 목적 또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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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분류명이 같은 사업을 구별해냄으

로써 협력국가는 겹치지 않더라도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대상을 해당 국가

로 가정하고 같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건 ODA 사업을 살펴

볼 경우, 보건이라는 목적을 위해 복수의 국내 기관이 일하고 있는 

협력국의 비율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분류명과 해당 

국가가 모두 겹치는 사업을 살펴볼 경우, 동일한 국가 내에 복수의 

국내 기관이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2. 선행 연구 
 

 

(1) 한국의 보건 ODA에 대한 질적 평가 

 

   2010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국제경제개발 연구소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는 공적개발

원조 질적평가(QuODA)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파리선언 원조 효

과성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4개의 평가분야(주인의식-제도의 

조성, 조화와 지지-부담완화, 결과중심-효율성 극대화, 상호책임성

-투명성과 학습 등)와 각 분야별 7-8개의 세부지표 등 총 30개에 

달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QuODA는 개별 국가와 기관의 

ODA 정책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ODA 수행의 질을 높이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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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로 쓰이고 있다.  

   QuODA 평가팀은 2012년 보건 영역 ODA의 질적 평가 지표를 

새롭게 선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선언의 ‘조화

(harmonization)’를 반영한 협력국의 부담완화(reducing burden)

분야에서 전체 30여개국 중에 하위권인 28위를 차지했다. 평가 세

부 지표의 내용으로 원조관계의 중요성(significance of aid 

relationships), 공여국 내 원조 기관 분절화, 프로젝트 규모의 중간

값, IHP+6 가입 여부, 다자 기관을 통한 지원 등이 반영되었다. 지

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로 ‘원조관계의 중요성’

이란 각 협력국의 행정비용에 대한 공여국의 한계기여도를 산정하

는 것으로 계산된다. 화폐단위당 행정비용은 협력국 내 공여국들의 

원조집중도와 반비례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적은 수의 협력국에 

대규모 원조를 집중하는 공여국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두번째로 

분절화 측정은 각 원조 수행 기관이 공여국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

는 몫의 합을 제곱하여 분절화 측정용 허쉬만-허핀달지수

(Hirfindahl-Hirschman Index, HHI)7를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원

                                        
6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and related initiatives: 2007년 

WHO와 세계은행이 보건부문 M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들은 보건부분에서 원조 효과성 원칙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획단계, 국가

보건전략과 계획의 공동평가(JANS), 국가 합의, 일반적인 결과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보고, 합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단계를 통해 단일 국가 주도

의 국가보건전략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50여개의 IHP+ 파트너는 공여

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를 포함한다(김동주 외, 2011) 
7
 HHI는 원래 산업 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경쟁 정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되었다. 0-2의 값으로 표시되며 2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



 

 16 

조 수행 기관의 숫자가 늘수록 각 개별 기관의 분량은 줄고 HHI는 

0값에 가깝게 된다. 2011년 조사대상 중 약 1/3의 국가는 하나의 

원조 집행 채널을 갖고 있었다. 세번째인 이상적인 프로젝트 규모는 

적은 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협력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공여국별 프로젝트 중앙값을 구했다. 

OECD CRS에 보고된 개별 사업을 동일한 협력국, 제목, 시작일을 

갖는 것들로 묶어 프로젝트화한 뒤 25만 달러 이하 프로젝트를 제

거하고 보다 큰 중앙값을 가진 공여국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마지막 

항목인 다자지원은 이전비용을 줄이고 공여국 간 원조조화를 높인

다는 점에서 확대를 권고 받고 있다. 여기서 다자지원은 지정기여금

8인 멀티-바이(Multi-bi)지원을 제외한 지원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목들을 종합해보면 적은 수의 나라에 적은 수의 수행 기관을 통

해 대규모 원조를 하거나 다자지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협력국의 부

담을 줄이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QuODA는 그동안 원조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어온 개발공헌지수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에서 한 걸음 나아가 

ODA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박수영&고요한, 2012). 새롭게 만든 지표가 아닌 기존의 원조 

효과성 관련 논의와 연구를 이어왔고 현재 활용이 가능한 수치를 

                                                                                              
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합산한 지수이다

(박수영&고요한, 2012) 
8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사업형태

로 이러한 지원은 DAC에는 양자지원으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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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추가적인 지표 생성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관마다 원조 

효과성에 대한 책무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별 평가

와 원조 기관별 평가로 나누었다. 물론 지표가 보여주는 순위와 결

과가 실제 원조 효과성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적인 순위

가 발표되면 공여국 정부는 순위 개선을 위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조 기관들은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의 원조 기관들은 증가하는 

ODA 예산과 국제 사회의 효과성 제고 요구에 발맞춰 사업 평가 체

제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기관 간 중복 또는 유사 ODA 사업 

 

   김춘순(2010)은 “현재 우리나라 ODA 사업의 경우 다양한 부처

와 기관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

행 부처 및 기관의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조정

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다. 첫째로 ODA 

예산의 종합적·사전적 조율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ODA 사업에 참

여하는 대다수의 부처에서는 미리 ODA 예산을 세우고 배정받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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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보다 집행 이후에 그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수준의 종합적이고 사전적인 계획 아래에서 ODA 정책 수립 

및 조율이 힘들다는 것이다. ODA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 및 기관

의 ODA 실적은 매년 부처(기관) 담당자가 직접 분야별로 분류하고 

ODA 사업 건수 별로 수출입은행 ODA 통계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

면 수출입은행의 검토 과정 후 기획재정부가 취합하여 외교부를 거

쳐 OECD/DAC에 제출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1b). 이는 각 

부처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사전 관리하는 단계가 없음을 나타낸

다. 특히, 개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성과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가별 지원 계획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일회성 프

로젝트 또는 단순 국제 교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

별 사업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실적 올리기 성격이 강한 이유는 

이 같은 사업이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용이하며 높은 기술이 불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타 정

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자 원조는 49.78백만 달러로 전체 양

자 원조 중 8.58% 수준이며, 2011년도는 71.54백만 달러로 양자 

원조 중 8.03%를 차지하였다. 두번째로 조율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기관 간 중복 지원과 전문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여러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법안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무상 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KOICA가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같은 분야에 지원이 집중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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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ODA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할 때 전문성 및 적합성을 고

려하지 않고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할 때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쉽다. 해당 분야에 적합한 부처 선정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세번째로 협력국 증가 및 

원조 집중도 감소를 들 수 있다. 2009년 기준 KOICA의 무상 원조 

지원 대상국은 146개국9에 달하고 양자 무상 원조의 경우 상위 10

대 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약 45%로 원조의 집중도가 높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10년 국제

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실에서 ODA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환경에

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사업 조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

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예산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이 아닌 기획재정

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1b)에 따르면 2012년 ODA 예산안 중 기획

재정부의 비중은 38.7%이고 외교부의 비중은 49.5%이다. 그 외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26개 부처가 나머지 11.8%

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ODA 예산안 편성 규모가 큰 부처는 교

육과학기술부(684억원), 농림수산식품부(310억원), 보건복지부

                                        
9
 중점 협력 대상국이 19개국, 일반 협력 대상국이 43개국이며, 나머지 

84개국은 협력국 정부의 지속적 요청, 긴급 지원 수요 등 외교적 필요에 

의해 초청 연수 또는 소규모 물자 지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다(KOICA 

내부자료 2010.4, 김춘순(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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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억원) 순이다.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등의 19개 부처는 100

억원 이하의 소규모 ODA 예산안을 편성하여 원조 집행의 분산으로 

원조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

책처의 2009년 회계연도 유사·중복 사업 상황을 보면 외교부의 

KOICA 사업이 ODA 무상 원조 일원화를 통한 원조 효율성 제고라

는 시정 요구를 받았고 2010년에도 KOICA가 ODA 예산의 통합 

운영이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다른 부처들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 10%안팎의 적은 예산으로 보

일지라도 전체적인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10%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 부처별 ODA 사업의 경

우 주로 세미나, 초청 연수, 기술 협력 형태로 KOICA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보건 분야의 원조 집행자로서 KOICA와 KOFIH(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의 비교는 재단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있어왔다. 보건 분

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조 집행자는 KOICA이며 2010년 결산기

준으로 KOICA 전체 예산의 17.1%(77백만 달러)가 보건 분야10에 

사용되었다(ODA Watch, 2012a). KOFIH는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가 집행한 무상 원조의 11%를 차지했으나 다자간 원조인 WHO 의

무 분담금을 제외한 양자간 원조 사업비만을 보면 보건 분야 무상 

원조 수행 기관 중 KOICA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두 기관의 사업 

                                        
10 KOICA 자료의 경우 분야별 지원 실적 통계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OECD/DAC 대분류로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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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활동 내용, 보건 의료 전략, 인적 자원 활용 등을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FIH가 시설

의 건립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것과 사업을 수

행하는 구성원이 원조 사업을 행정적으로 담당한다는 것도 KOICA

와 비슷한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1a)는 KOICA의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 강화 사업, 페루 및 에티오피아의 모자보건 사업과 

KOFIH의 개발도상국 보건 의료 지원 사업11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OFIH의 사업 내용이 모자보건센터 건립 또는 기

능 개선이므로 협력국이 겹치지는 않지만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원래는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사업 

내용을 미리 조정한 뒤 협력국과 일을 할 때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자체 해외 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중인 KOICA와 WHO와의 협

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인 KOFIH가 적극적인 사전조율을 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 지원되는 ODA 예산

의 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사업을 집행

하는 과정에서 KOFIH가 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높을지라도 ODA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체 사업의 질과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힘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외원조 전반에 대한 정책 마

련, 현지 전문성 확보, 인력 확보, 해외 네트워크 활용과 사후 관리

까지 담당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 기술과 경험을 지닌 개

                                        
11

 세부 내용으로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 우즈베키스탄 모자보건 증진

사업, 탄자니아 모자보건 증진사업, DR콩고 보건 의료 지원사업, 스리랑카 

응급의료기능 강화사업, 라오스·탄자니아 기생충 관리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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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부처의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사업

의 평가에 있어서도 다원화된 단계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 모든 비용이 ODA로 계상되어 전체적인 한국 원조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ODA 규모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불필요한 행정 비

용을 초래하면서까지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공여자 중

심으로 되어있는 사업 설계와 수행 과정이다(ODA Watch, 2012a). 

이것은 빈곤 퇴치에의 기여를 위해 협력국의 상황을 우선시하고 존

중해야 하는 국제적 원칙과 이를 따라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도 맞지 않는다. ODA Watch(2012a)는 비슷한 목적과 내용의 독립

된 전략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에 역행

하는 것이며, 만약 통합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있고 그 속에 보건 분야가 포함되어 운영되는 체

계라면 이러한 이원화된 전략 수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 부처의 특색을 반영하기보다 CPS의 수립하에 각 분야의 

원조를 수행하고 협력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분야의 세부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국무총리실(2011)의 ‘ODA 시행 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기관 

간 ODA 사업 형태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로 병원 건축 사업과 결핵 

퇴치 사업을 꼽았는데, 특히 병원 건축의 경우 동일한 국가 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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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복수 기관이 사업 형태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을 다수 

추진중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 KOICA는 캄보디아, 필리핀, 볼

리비아, 베트남에서 EDCF는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병원 건축 프로

젝트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핵 퇴치 사업의 경우 기존에 추

진중인 사업과 연계 없이 다른 기관이 신규 ODA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 필리핀의 경우 KOICA에서 

2008년부터 결핵 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복지부에서는 기

존 사업자인 KOICA와 별도로 새롭게 결핵 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명지(2011)는 중복 사업의 예시로 KOFIH의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과 KOICA의 모자보건 사업인 ‘아동병원 건립사업’을 제

시한 바 있다. 두 사업은 모자보건에 관계되었다는 것 외에 사업 지

역과 내용이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사전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면 많지 않은 예산으로 동일 분야의 사업을 전략적 

고려 없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같은 협력국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여러 부처가 분산 시행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

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KOFIH와 KOICA의 많은 사업이 중복됨을 밝힌 바 있다. 그중 이

전에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보건 의료 인력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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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보건 의료 분야 초청 연수 프로그램과 2013년에 추진할 예

정인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KOICA의 사업

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

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은 KOICA의 탄자니아 지

역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과 KOFIH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이 유사하

며 KOICA의 라오스 기초 보건 사업과 KOFIH의 모자보건 증진사

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12.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ODA 사업 평가 보고서’는 ODA 사업은 다수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사업 분야 및 형태가 매우 넓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비슷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보건 분야 양자 

무상 원조 유사 사업의 예시를 표 5의 아래 부분과 같이 제시하였

다. 

표 5. 기존에 제시된 보건 분야 유사·중복 ODA 사업의 예 

문헌 수행 

기관 

협력국 사업명 사유 

 

국회 

예산 

정책처 

(2011a) 

 

KOICA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 강화

사업 

 

국가는 겹치

지 않으나 

내용이 유사

한 사업 (모

자보건센터 

건립 또는 

기능 개선) 

페루, 에티오피

아 

모자보건사업 

 

KOFIH 

라오스, 우즈베

키스탄, 탄자니

아 

모자보건 증진사업 

 

 

 

국무 

총리실

 

KOICA 

캄보디아, 필리

핀, 볼리비아, 

베트남 

 

 

병원건축사업 

 

동일한 국가 

내에 한 기

관 또는 복

수 기관이 

사업형태 및 

 

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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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4 헬스코리아‘국제보건의료재단, 타 기관과 사업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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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베트남 규모가 유사

한 사업을 

다수 추진 

KOICA  

 

필리핀 

 

결핵 퇴치 사업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별도로 다른 

기관이 신규 

사업을 발굴

하여 추진 

 

KOFIH 

결핵 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 

 

박명지 

(2011) 

KOICA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사업 지역과 

내용은 다르

나 모자보건

에 관계됨 

 

KOFIH 

모자보건 증진사업 

 

 

 

문정림 

(2012) 

KOICA  

 

개발도상국 

국내 초청 연수 프

로그램 

개도국 보건 

의료 인적 

역량 강화라

는 목적이 

같음 

 

KOFIH 

이종욱 펠로우십 프

로그램 

 

KOICA 

 

 

 

에티오피아 

 

 

 

지역기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증진사

업 

동일국가에 

모자보건 관

련한 사업을 

KOFIH가 

2013년 신

규 사업으로 

요청 

 

KOFIH 

1차 보건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모자보

건 인력교육 및 훈

련사업요청 

 

박은수
 

(2011) 

KOICA  

탄자니아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모자보건 유

사 

KOFIH 모자보건 증진사업 

KOICA  

라오스 

기초 보건사업 

KOFIH 모자보건 증진사업 

 

 

 

 

 

국회 

예산 

정책처 

(2010) 

 

 

 

 

 

KOICA 

다지역 모자보건 증진  

 

유사사업: 

모자보건 

다지역 보건정책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 강화 사업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니제르 

5세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 의료 서

비스 향상 

라오스 루앙프라방 기초 보

건사업 

탄자니아 프와니 지역 모자보

건센터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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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H 

 

탄자니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모자보건 증진사업 

 

 

   모자보건과 초청 연수사업의 경우 OECD/DAC 분류명에는 속하

지 않지만 중복 사업의 예시로 많이 사용되는 분류 형태이다. 본 연

구에서‘모자보건’은 광의의 개념인 ‘모성과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황나미 외, 2011)’으로 정의한다. 모성보건

의 경우 1994년에 열린‘인구개발 국제회의’에서 생식건강의 중

요성이 두드러진 이후로 국제적으로 모성보건을 생식보건13의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모자보

건법 개정안’에서 모자보건의 대상을 기존의 임산부에 한정 짓지 

않고 임산부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한 바 있다.  

 

(3) 사업 연계를 위한 시도 

 

   국무총리실(2011)은 연계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가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는데, 라오스의 경우 KOICA에서 주관하는 소

아과 의료 인력 교육 및 지역 보건소 역량 강화사업과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모자보건 증진사업 및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을 제시하고 

                                        
13

 ‘생식보건’은 출산 또는 인구 재생산과 관련된 기능, 과정에서 단순

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상태에 이

르는 방법,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한적인 개념을 벗어나 청소년기 임신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계획, 성병 관리 등이 포함된다.  (UNFPA 1994, 황나미 

외(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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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탄자니아의 경우 EDCF에서 주관하는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사업과 복지부의 이종욱 펠로우십,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았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KOICA의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 강화사업과 복지부의 바탐방 조산

사 교육 지원사업, 이종욱 펠로우십을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연계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은 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 안건에서 모자보건 

ODA 사업 모델과 관련한 시범 사업 추진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기

본적으로 모자보건 분야에서 ‘ODA의 통합 추진 전략 수립’을 방향

으로 잡고 우리나라 모자보건의 경험 및 비교 우위 분야를 정리하

여 모자보건 관계 기관 간 전문성, 사업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 등

의 비교 우위를 고려한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무상 원조 사업끼리의 경우 2011년에 

개원한 라오스의 KOICA 아동병원을 복지부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병원으로 육성하는 것과 아동병원 의료 및 관리 인력이 우리나라에 

단기 연수를 올 경우 KOICA가 담당하고, 중장기 연수의 경우 

KOFIH가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WHO가 라오스에 구

상중인 교육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교재 개발과 강사 인력 지원, 아동

병원 의료인 재교육 안 등을 내놓았다. 유·무상 원조 사업 간 연계

로는 탄자니아에서 EDCF가 건립중인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의 의

료진을 대상으로 KOFIH가 중장기 연수를 실시하고 KOICA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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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운영 지원을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종합

적으로 볼 때 사업 발굴과 형성 단계부터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부처의 전문성과 KOICA와 EDCF의 원조노하우를 결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상 ODA 사업 부문에서는 부처별 무상 ODA 

사업과 KOICA 사업 간 사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보건과 

같이 중복·연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화된 협력 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상과 무상 ODA 사업 간 연계 부문에서는 KOICA, 

EDCF,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며 특히 정례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연계 사업 발굴을 적극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 조정이 시행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

다. 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 안건을 살펴보면 모자보건 

ODA 통합 추진 전략이 당초 2012년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으

나 주요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복지부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

견 대립으로 인해 통합 전략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두 차례의 총리실 주재 조정 회의를 통해 통합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그 내용은 양 부처 간 동일한 수의 시범국가

를 선정하여 모자보건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평가를 통

해 두 기관 간 비교 우위 검증 및 역할 분담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교 우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교 우위에 기반

한 역할 분담이 불가하다는 외교부의 입장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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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내려진 조치는 당초 의결대로 비교 우위에 따른 역할 분

담 및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 추진 전략을 6개월이 미뤄진 

2013년 6월까지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11월까지 마련

할 예정이었던 외교부 주도의 ‘초청 연수 효율화 방안’도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협의 완료 기한이 7개월 연장 된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부처 간 초청 연수사업 중복 방지 및 연

계 강화를 위한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

다.  ODA Watch(2012a)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계 

시범사업이 단순한 건축과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누기 힘든 보건 분

야 사업을 이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원

조에 집중하여 원조 효과성 및 질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한국 원

조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정

안이 나오는 원인으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건 분야 전문가가 

부재하여 부처 간의 이해 관계에 맞춰 원조 규모와 내용이 조정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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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시행된 한국의 양자 보건 ODA 사업을 연

구 대상으로 한다. 현재(2013년 3월 기준) 공개되어 있는 수출입은

행 ODA 통계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된 

양자 보건 ODA 사업 113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 ODA 사업

은 OECD/DAC 대분류 중 ‘보건’영역에 속하는 사업(2가지 중분

류와 12가지 소분류로 구성)과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영역

에 속하는 사업(5가지 소분류로 구성) 중 생식보건, 가족계획, 성병

대책,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의 소분류에 속하는 사업14으

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채 개별 

파견 인력의 이름으로만 사업명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지출

액수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력국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뒤 남은 사업 241건을 중복성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4

 소분류‘인구정책 및 행정관리’는 보건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

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앞의 이론적 고찰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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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양

자 유·무상 보건 ODA 관련 통계 자료를 MS 엑셀 형식으로 추출

하여 파일로 내려 받았다15 .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 분야 

양자 ODA 사업의 집행 기관(제출 기관)과 지원 형태, 원조 유형, 

자금 형태(유·무상), 협력국의 소득 수준별 구분, 협력국이 속한 

대륙, 협력국이 속한 지역, 협력국명, 분야 대분류, 분야 중분류, 분

야 소분류, 사업명, 원조 시행 기관, 연도별 예산 내역(총지출액) 등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사업의 시행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나 ODA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개요서, 

평가서 혹은 사업의 세부 내용을 찾아보고 공개된 것이 없을 시 정

보 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청구하였다. 자료를 받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담당자와 일대일 통화 또는 이메일 교환으로 해당 내

용에 대한 질문을 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3. 분석 방법 
 

 

   중복성 분석에 앞서 자료의 재정비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개

요서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 세부 내용을 토대로 자료의 

OECD/DAC 분류명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사업의 특

                                        
15 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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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하나의 소분류에만 속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소분류 성격

을 지닌 사업16의 경우 별도로 표기하여 서로 다른 소분류명이 모두 

중복성 판단에 적용되게 하였다. OECD/DAC의 분류 항목에 속하지

는 않으나 보건 ODA 사업의 큰 주제인‘모자보건’과 ODA 사업

의 중복 형태로 많이 지적되는 ‘초청 연수’ 범주를 신설하여 이

에 속하는 사업은 따로 목록에 표기하였다. 이 때 사업 대상을 특정

하게 모성 또는 아동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과 OECD/DAC 대분

류 ‘생식보건’에 속하는 청소년기 임신 방지 프로그램, 가족계획, 

성병 관리 등의 사업을 ‘모자보건’ 분류에 포함시켰다17. 다음으

로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초청 연수’ 분류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재정비를 마친 후 앞에서 정의한 중복 사업에 대한 개념

을 바탕으로 중복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의 기본 전제는 ‘둘 이상의 행정 기능 수행주체에 의해 업무

가 이루어지며 사업의 실시년도가 겹치는 경우’이다. 중복성 분석

은 유상 원조 사업과 무상 원조 사업 간 중복성 분석, 무상 원조 사

업 내에서의 중복성 분석 두 단계로 행하였다. 먼저 유상 원조와 무

상 원조 간 중복성 분석의 경우, 사업의 숫자가 적은 유상 보건 

ODA 사업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유상 원조 사업이 행해진 국가와 

                                        
16 두 가지 이상의 소분류 성격을 지닌 사업의 예로 ‘임신부 요양소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는 소분류명으로 기초 의료 설비 분야와 생식보건 분야

에  속한다.  
17 선행연구 부분(p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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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가에서 실시된 무상 보건 ODA 사업, 유상 보건 ODA 사업

의 OECD/DAC 소분류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무상 보건 ODA 사업, 

소분류명과 국가가 모두 같은 무상 보건 ODA 사업의 비율을 해당 

연도 전체 양자 보건 ODA 사업 대비 분석하였다. 무상 원조 사업 

내에서의 중복성 분석의 경우 첫번째 분석으로, 같은 국가에서 동일

한  해에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에서 시행된 보건 ODA 사업을 추

려내었다. 다음으로 첫번째 분석의 결과 중 같은 OECD/DAC 소분

류에 속하는 사업을 분석하였다. 세번째로 사업의 성격이 모자보건 

영역에 속하는 사업과 국내 초청 연수 형태로 진행된 사업을 같은 

해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대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해당 연도 총 보건 ODA 사업18(무상 원조 간 중

복성 비교에서는 무상 원조 사업)건수와 지출액 대비 중복 성향을 

가진 사업의 비율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였다. 사업 분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제보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이해관계

(利害關係)가 없는 다른 평가자가 사업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ODA 사업 자료의 재분류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는 0.925 였다

(Holsti). 

   마지막으로 유·무상 원조 간 중복을 나타내는 베트남의 기초 

의료 시설 사업과 무상 원조 간 중복을 나타내는 라오스 모자보건 

관련 사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8연구 대상 부분에서 정의한 보건 ODA 사업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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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상 원조 사업과 무상 원조 사업 간 중복성 분석                  

 

 
 

 

나. 무상 원조 사업 내 중복성 분석 

 

 

그림 3. 사업의 중복성 여부 판별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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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의 일반적 특성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 보건 영역 양자 원

조 총지출액은 표 6과 같다. 

표 6. 2008-2010 년 한국의 양자 보건 ODA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8 2009 2010 

보건 

 

 

 

 

 

 

 

 

 

 

 

 

 

합계 

  

  53.37 94.92 133.7 

기초 보건 합계 41.91 65.30 88.06 

기초 보건 

 

 

 

 

 

 

 

 

결핵 관리 및 예방 0.14 1.01 1.42 

기초 보건 진료 3.52 6.22 8.20 

기초영양  0.22 0.16 0.10 

기초 의료 설비 32.51 54.17 70.75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0.04 0.64 0.94 

보건 교육  0.11 .. 0.14 

보건 인력 개발 4.45 .. 0.46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0.92 3.09 6.06 

보건 일반 합계 11.46 29.63 45.63 

보건 일반 

 

 

 

보건 정책 및 행정 

관리 8.85 8.27 8.92 

의료 교육 및 훈련 2.00 0.20 1.32 

의료 서비스 0.62 19.06 35.22 

의료 연구 .. 2.10 0.16 

 

인구정책/ 

시책 및 

생식보건 

 

합계 

  

  
 

8.79* 3.34 4.61 

가족계획 가족계획 1.43 0.99 0.59 

생식보건 

 

생식보건 4.59 1.29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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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대책 성병대책 2.45 0.73 1.14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0.32 0.32 0.42 

* 본 연구에서 보건 ODA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사업 1만 달러를 제외한 지출액이다. 

 

 

(1) 2008-2010년 진행된 양자 유상 보건 ODA 

 

   해당 기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은 총 9건19으로 2008년 

3건, 2009년 6건, 2009년 8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해당 기간 보

건 분야 유상 원조를 수행한 기관은 수출입은행으로 2008년 2개국, 

2009년 3개국, 2010년 5개국에 차관 원조를 실시했으며 해당 분야 

총 지출액은 연도순으로 각각 13.18, 30.56, 50.54백만 달러로 증

가했다. 사업의 내용은 모두 기초 의료 설비 지원(중분류로 기초 보

건, 대분류로 보건에 속함)이었으며,‘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과 관련된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 3개 대륙에만 원조가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출입은

행의 아시아 지원국인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모두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국20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소득그

룹별 구분으로 살펴봤을 때, 하위 중소득국인 베트남, 온두라스, 인

                                        
19사업 기간이 1년 초과시 총 사업 수에 한 번만 포함되도록 세었다. 

20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르면 지역별로 유·무상 통합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양자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다

(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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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에 사업이 주로 몰려있으며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상위중

소득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각각 1건씩의 사업이 시행되

었음을 볼 수 있었다.

 

(2) 2008-2010년 진행된 양자 무상 보건 ODA  

 

   해당 기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은 총 231건 21 으로 

2008년 86건, 2009년 46건, 2010년 144건이 각각 시행되었다. 해

당 기간 보건 분야 무상 원조를 수행한 기관은 총 9기관으로 2008

년에는 경상북도,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KOICA 등 4기관이, 

2009년에는 (구)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가보훈처, 대구광역

시, 보건복지가족부, KOICA 등 6기관이 2010년에는 (구)교육과학

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대검

찰청, 대구광역시, KOICA 등 8기관이 무상 보건 ODA 사업을 수행

하였다. 각각의 지출액은 2008년 30.68, 2009년 49.39, 2010년 

68.91백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해당 기간 무상 

보건 ODA가 시행된 국가는 총 67개국이며 2008년 47개국, 2009

년 43개국, 2010년에는 55개국에 각각 원조가 시행되었다. 해당 기

간 보건 ODA 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13건, 그 뒤로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각각 11건,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은 각각 9건 순이었다. 해당 기간 대륙별로 시행된 무상 보건 

                                        
21사업 기간이 1년 초과시 총 사업 수에 한 번만 포함되도록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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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아시아 131건, 아프리카 61건, 아메리카 33건, 오세아니아 

5건, 유럽 1건 등으로 아시아에서 월등히 많은 수의 지원이 일어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해당 기간 무상 보건 ODA가 시행된 대상

국의 소득 수준별 분류는 상위중소득국 44건, 저소득국 8건, 최빈

개도국 84건, 하위중소득국 104건으로 최빈개도국과 하위중소득국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당 기간 시행된 무상 보건 ODA의 원조 유형으로는 기술 협력과 프

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가 3:2의 비율로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중복성 정도 평가 
 

 

(1) 2008-2010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 

 

   2008년 시행된 양자 보건 ODA 사업은 총 89건 이다. 첫번째로 

2008년 유상 보건 ODA 사업의 대상 국가인 베트남과 온두라스에

서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사업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베트

남의 무상 원조 3건과 유상 원조 2건, 온두라스의 무상 원조 1건과 

유상 원조 1건 등 총 7건, 예산으로는 13.72백만 달러가 중복되는 

국가 내에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부록 2). 따라서 국가를 기준

으로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성을 띄는 비율은 사업 건수

로는 약 8%, 예산으로는 약 31%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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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008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한 소분류

인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무상 보건 ODA에서 시행된 경우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유상 원조 2건, 무상 원조 1건, 동티모

르, 스리랑카, 캄보디아, 페루에서 각각 무상 원조 2건 등 총 28건

의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총 33.3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3). 따라서 동일 소분류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시 2008년 보건 ODA 사업 중 유·무상 간 중복성을 띄는 사

업의 비율은 사업 건수로는 약 32%, 예산으로는 약 76%를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 국가와 

동일 소분류로 분류되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3건의 사업(표 7)

만이 국가와 소분류가 겹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 시 2008년 보건 ODA 사업 중 건수로는 약 3%가 

예산으로는 약 12%가 중복의 성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2008년 유

·무상 ODA의 중복성 정도는 기준에 따라 사업 건수로는 약 

3~32%의 비율로, 예산으로는 12~76%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7. 2008 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와 소분류명이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 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8 년 

베트남 

KOICA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0.358 

EDCF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4.515 

EDCF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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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행된 양자 보건 ODA 사업은 총 88건 이다. 첫번째로 

2009년 유상 보건 ODA 사업의 대상 국가인 베트남, 보스니아-헤

르체고비나, 온두라스와 동일한 국가에서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사업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유상 원조 4건, 무

상 원조 4건 등 총 8건이 21.7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행되었고(부

록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온두라스에서는 유상 원조밖에 시

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를 기준으로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성을 띄는 비율은 사업 건수 대비 약 9%, 

예산 대비 약 4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9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한 소분류

인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무상 보건 ODA에서 시행된 경우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의 유상 원조 4건과 무상 원조 1건, 콜

롬비아와 파라과이에서 각각 무상 원조 2건 등 총 22건의 기초 의

료 설비 사업이 68.5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5). 따라서 동일 소분류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시 

2009년 보건 ODA 사업 중 유·무상 간 중복성을 띄는 사업의 비

율은 사업 건수 대비 약 25%, 예산 대비 약 85%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 국가와 

동일 소분류로 분류되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5건의 사업만(표 

8)이 국가와 소분류가 겹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 시 2009년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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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 대비 약 27%가 중복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2009년 유·무상 ODA의 중복성 정도는 기준에 따라 사업 건

수로는 약 6~25%의 비율로, 예산으로는 27~85%의 비율로 나타

났다. 

표 8. 2009 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와 소분류명이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 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9년 

베트남 

 

 

 

 

EDCF 

기초 

의료 

설비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846 

EDCF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083 

KOICA 

중부지역 

종합병원건립사업 KOICA 9.250 

EDCF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707 

EDCF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8.736 

 

   2010년 시행된 양자 보건 ODA 사업은 총 152건 이다. 첫번째

로 2010년 유상 보건 ODA 사업의 대상 국가인 라오스, 베트남,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국가에서 시

행된 유·무상 보건 ODA 사업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라오스에

서 유상 원조 1건, 무상 원조 7건, 베트남에서 유상 원조 4건, 무상 

원조 6건 등 총 18건이 30.28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었고(부록 6), 그 외 국가에서는 유상 원조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를 기준으로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성을 띄는 비율은 사업 건수로 약 12%, 예산으로는 약 25%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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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음으로 2010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한 소분류

인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무상 보건 ODA 사업에서 시행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유상 원조 4건, 무상 원조 1건, 콜

롬비아, 파라과이에서 각각 무상 원조 2건 등 총 30건의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95.84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부록 7). 따라서 동일 소분류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시 2010

년 보건 ODA 사업 중 유·무상 간 중복성을 띄는 사업의 비율은 

사업 건수 대비 약 20%, 예산대비 약 80%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 시행된 유상 보건 ODA 사업과 동일 국가와 

동일 소분류로 분류되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7건의 사업(표 9)

이 국가와 소분류가 겹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 시 2010년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비 약 

5%, 예산 대비 약 24%가 중복성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유·무상 ODA의 중복성 정도는 기준에 따라 사업   

건수로는 약 5~20%의 비율로, 예산으로는 24~80%의 비율로 나

타났다. 

표 9. 2010 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와 소분류명이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 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10년 

 

라오스 

EDCF 
 

 

기초 

의료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887 

KOICA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2.148 

베트남 EDCF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EDCF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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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개선사업 

EDCF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277 

EDCF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954 

KOICA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10.476 

EDCF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4.261 

 

   이상으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유·무상 ODA 간 중복 

정도는 사업 건수 대비 2008년 3~32%, 2009년 6~25%, 2010년 

5~20%를 나타내었고, 예산 대비 2008년 12~76%, 2009년 

27~85%, 2010년 24~80%를 나타내었다(표 10).  

표 10. 2008-2010 년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비율. 

예산 단위는 백만 달러. 괄호 안은 중복 비율. 

연도 2008 2009 2010 

  

사업 

건수 예산 

사업 

건수 예산 

사업 

건수 예산 

보건 

ODA 

전체 89 

43.9 

88 80.5 152 119.4 

국가&소

분류겹침 

3 

(3%) 

5.4 

(12%) 

5 

(6%) 

21.6 

(27%) 7(5%) 

28.3 

(24%) 

국가 

겹침 

7 

(8%) 

13.7 

(31%) 

8 

(9%) 

21.7 

(43%) 

18 

(12%) 

30.3 

(25%) 

소분류 

겹침 

28 

(32%) 

33.3 

(76%) 

22 

(25%) 

68.5 

(85%) 

30 

(20%) 

95.8 

(80%) 

중복성 

비율 

3~32

% 

12~76

% 

6~25

% 27~85% 5~20% 24~80% 

 

 

(2) 2008-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간의 중복성 정도 

 

   2008년에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은 총 86건이다. 이 중 

같은 대상국에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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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부록 8). 이는 같은 해 무상 보건 ODA 사업 건수

대비 약 47%, 예산 대비 약 44%의 사업이 서로 다른 집행 기관이 

참여한 대상 국가에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소분류까지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

이 있는 경우는 8건으로 분석되었으며(표 10), 이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분석 시 사업 건수 대비 약 9%, 사업 예산 대비 약 19%

의 사업이 그 내용이 유사하고 동일 국가에서 서로 다른 집행 기관

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모자보건의 성격을 

지닌 사업은 15건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

비 약 17%, 예산 대비 약 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9). 

마지막으로 같은 해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가 25건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비 약 29%, 예산 대비 약 4%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부록 10). 따라서 2008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정도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사업 건수로는 약 

9~47%, 예산으로는 약 4~4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1. 2008 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같은 국가에서 복수의 

집행 기관이 진행한 동일 소분류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8년 

베트

남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 KOICA 0.095 

(구)보건복지

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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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랑카 

 

KOICA 
기초 

의료 

설비 

 

한-스 친선병원 

건립사업 - 5.189 

(구)보건복지

가족부 응급의료강화사업 KOFIH 0.050 

중국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 0.099 

(구)보건복지

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5 

캄보

디아 

 

경상북도 기초 

의료 

설비 

 

헬스센터 건립 

경상북도 

새마을회 0.005 

   KOICA 

 

 

캄퐁츠난 지역 

병원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0.416 

    

   2009년에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은 총 82건이다. 이 중 

같은 대상국에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건

22으로 분석되었다(부록 11). 이는 같은 해 무상 보건 ODA 사업 

건수 대비 약 49%, 예산 대비 약 34% 의 사업이 서로 다른 집행 

기관이 참여한 대상 국가에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소분류까지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

이 있는 경우는 8건(표 11)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분석 시 사업 건수 대비 약 10%, 사업 예산 대비 약 1%

의 사업이 그 내용이 유사하고 같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집행 기관

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2009년에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모자보건의 성격을 

지닌 사업은 21건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

비 약 26%, 예산 대비 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12). 마

                                        
22
분석 중에 한 나라에서 사업을 집행한 기관이 외교부와 KOICA인 경우

(잠비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행 기관으로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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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같은 해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가 26건(각 나라에서 시행된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간주한다)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사업 건수 

대비 약 32%, 예산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부록 13). 따라서 2009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

복 정도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사업 건수로는 약 10~49%, 예

산으로는 약 1~3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2. 2009 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같은 국가에서 복수의 

집행 기관이 진행한 동일 소분류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9

년 

라오스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 KOICA 0.063 

(구)보건복

지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4 

베트남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91 

(구)보건복

지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4 

중국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KOICA 0.050 

(구)보건복

지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4 

탄자 

니아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모자보건(연수) KOICA 0.091 

(구)보건복

지가족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4 

 

   2010년에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은 총 144건이다. 이 중 

같은 대상국에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존재하는 사업은 64건

23으로 분석되었다(부록 14). 이는 같은 해 무상 보건 ODA 사업 

건수 대비 약 44%, 예산 대비 약 37% 의 사업이 서로 다른 집행 

                                        
23
분석 중에 한 나라에서 사업을 집행한 기관이 외교부와 KOICA인 경우

(우간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행 기관으로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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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참여한 대상 국가에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소분류까지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

이 있는 경우는 11건으로 분석되었으며(표 12) 이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분석 시 사업 건수 대비 약 8%, 사업 예산 대비 약 5%의 

사업이 그 내용이 유사하고 같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집행 기관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중 모자보건의 성격을 지

닌 사업은 38건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건수 대비 약 26%, 

예산 대비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15). 마지막으로 같

은 해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

업의 경우가 76건(표 21, 각 나라에서 시행된 사업은 개별적인 사

업으로 간주한다)으로, 전체 무상 보건 ODA 사업 건수 대비 약 

53%, 예산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16).  따라서 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정도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사업 건수로는 약 8~53%, 예산으로는 약 

2~37%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3. 2010 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같은 국가에서 복수의 

집행 기관이 진행한 동일 소분류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10

년 

라오스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5 

라오스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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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모자보건 증진사업 KOFIH 1.66 

라오스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 KOICA 0.071 

라오스 KOICA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6 

베트남 고용노동부 

의료교육 및 

훈련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분야 초청연수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0.002 

베트남 KOICA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5 

에티오

피아 

(구)외교 

통상부 

기초 보건 

진료 

실명 예방 및 안과의료 

서비스 강화사업 

사단법인 

비전케어 0.109 

에티오

피아 국가보훈처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

의사회 0.009 

카자흐

스탄 대구광역시 의료서비스 

대구시 의료봉사단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한국-

카자흐스

탄 협회 0.016 

카자흐

스탄 KOICA 의료서비스 

암 조기진단의료시스템 

구축 KOICA 1.262 

 

   이상으로 볼 때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따른 연도별 무상 ODA 

사업 간 중복 정도는 사업 건수 대비 2008년 9~47%, 2009년 

10~49%, 2010년 8~53%를 나타내었고, 예산 대비 2008년 

4~44%, 2009년 1~34%, 2010년 2~37%를 나타내었다. 

표 14. 2008-2010 년 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비율. 예산 

단위는 백만 달러. 괄호 안은 중복 비율. 

연도 2008 2009 2010 

  

사업 

건수 예산 

사업 

건수 예산 

사업 

건수 예산 

무상전체 86 30.7 82 49.97 144 68.9 

초청연수 

25 

(29%) 1.2(4%) 

26 

(32%) 

0.8 

(2%) 

76 

(53%) 

1.5 

(2%) 

모자보건 

15 

(17%) 

6.8 

(22%) 

21 

(26%) 

10.9 

(22%) 

38 

(26%) 

13.8 

(20%) 

국가&소

분류명 

겹치고 

둘 이상 

집행 

기관 8(9%) 

5.9 

(19%) 8(10%) 

0.31 

(1%) 

11 

(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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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겹치고 

둘 이상 

집행 

기관 

40 

(47%) 

13.5 

(44%) 

40 

(49%) 

16.9 

(34%) 

64 

(44%) 

25.5 

(37%) 

중복성 

비율 9~47% 4~44% 10~49% 1~34% 8~53% 2~37% 

 

 

3. 사례 연구 

(1) 베트남 기초 의료 설비 사업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 가시적인 원조 성과 및 상대적으로 우수

한 수원 체계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로 원조 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정부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도 15% 정도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차입함에 따라 국제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상 원조가 총원조의 60%(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와 에너지가 관련된 경

제 인프라와 보건 의료가 관련된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6개의 은행 그룹이 총 원조액의 약 80%

를 차지하는 등 원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보건 분야의 주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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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병원 설립 및 의약품 지원, 의료 인력 파견, 전염병 예

방, 기초 보건, 가족계획 등이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공여국 및 공여 

기관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세계은행, NGO 등이 활동

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은 한국이 지원하는 국가 중 유상 1

위, 무상 2위, 유·무상 통합 1위의 협력국이며 지원 규모는 2005

년 32백만 달러에서 2009년 309백만 달러로 약 9.7배 규모로 증

가하였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지원 내용 중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보건 분야가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한 홍강델

타 지역(39%) 및 메콩델타 지역(30%)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중부 고원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형편이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한 보건 분야 기

초 의료 설비 사업으로 수출입은행의 사업 5건, KOICA의 사업 1건

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5. 2008-2010 년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한 기초 의료 설비 

ODA 사업(괄호 안은 해당하는 연도. 실제 사업 기간과 다를 수 

있음)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집행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사업명 1.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09-10) 

2.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09-10) 

3.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10) 

4.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08-09) 

5.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08-10) 

집행 기관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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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08-10)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종합병원 개선사업 3건과 의료 기자재 공

급사업 1건은 모두 기존에 있는 병원에 의료 기자재를 공급함으로

써 인근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건 환경 개선을 도

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사업 내용으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기자재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과 KOICA의 중부

지역(꽝남)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둘 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

립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며 의료인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설 지원이 미비한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 각각 3천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통해 종합병원 인프라

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 모두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고 게다가 중부의 가까운 지역에서 사

업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원조 사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에 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기자재를 공급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수출입은행의 다른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의 베트남 원조 지원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그동안의 지원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전략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유·무상 기관이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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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왔음을 보여준다. 각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두 집행 

기관의 협력 또는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유상 원조의 접근법과 무상 

원조의 접근법이 다르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

여국끼리의 원조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공여국 내

에서 입장이 다른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

을 가까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유·무상 공동 정책 협의와 후보 

사업 목록 공유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이 인지되고는 있으나, 실질적

으로 국가의 ODA 지침기능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현지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개선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라오스 모자보건 사업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 중 산모사망률과 5세이하 아동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라오스 보건부는 UN (UNFPA, UNICEF, 

WFP, WHO)과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JICA, EU 등의 지원을 

받아 산모사망률과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자보건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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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5)에 근거한 모자보건 통합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오스의 모자보건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라오스 정부

와 WHO는 KOFIH에 사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KOFIH는 한국의 보

건복지부와 사업 추진을 검토한 후, 시앙쿠앙 도와 후아판 도 지역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지 사업은 재단과 WHO/WPRO가 

협약을 체결한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협력

국의 모자보건전략 달성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사업으로 협력

국의 보건 분야 거버넌스를 지원한다. KOFIH가 추진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형태로 WHO 라오스 사무소에 소아과 전문의를 파견해 

현지 보건부의 ‘통합 모자보건 증진전략’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사업 

추진 목표와 내용은 표 16과 같으며 보건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수사업, 보건소 건축과 개보수 등을 통해 모자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모델 보건소 지원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

고 있다. 

 표 16. KOFIH 의 라오스 모자보건 사업 목표와 내용[출처: 

모자보건 ODA 사업모형 개발(2011) 재구성] 

구분 내용 

 

사업 목표 

라오스의 모자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라오스 보건부 

통합 모자보건 증진전략 이행 지원 

 

 

 

사업 

세부 

목표 

1. 라오스 보건부 역량 강화:  

-모자보건 통계 시스템 강화 (사망원인조사, 핫라인 설치, 

마을보건요원을 통한 통계 자료 수집) 

-계획 관리 능력(군 단위, 보건소 단위 모자보건 세부 계획 

자체 수립지원, 관련 보건 인력 교육실시) 

 

2.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전달(산전, 산후, 출산 관련 직접 서비스 시행) 

-기관 시설 이용 확대(신생아 기관 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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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원(필수의료기기, 차량, 마을 보건교육 자료 지원) 

 

3. 지역사회 참여 확대(마을 보건요원 교육) 

 

 

예상 결과물 

1. 모자보건 관련 기관 시설 이용률 확대 

2. 핵심 통합모자보건 서비스 확대(숙련된 조산사 이용, 산

전산후관리, 면역(백신), 영양서비스 지원) 

3. 모자보건 관리감독 팀 수립 

4. 모자보건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 수립 

5. 마을보건요원 활용을 통한 보건정보시스템 및 정보관리  

 

 

관계자 

1. 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  

국내전문의 1명 WHO라오스 사무소 파견, 자문단 운영, 국

내전문가 WHO 자문지원, 우리나라 초청 

2. WHO 라오스 사무소: 모자보건팀(현지사업수행, 공여 기

관 원조조율, 자문) 

3. 라오스 보건부: 프로그램 시행 

 

   KOFIH의 라오스 모자보건 증진사업은 기존에 잘 시행되지 않았

던 프로그램 형태의 협력 사업으로 협력국 정부의 우선 순위를 적

용하고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KOICA의 모자보건 사업인 아동병원 사업(표 

17)과 그 목표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KOFIH가 모자보건 사업을 

제안 받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던 KOICA와 

사전 조율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점은 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중복의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두 사업의 지역과 내용이 다르지만 두 사업 모두 라오스 보건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 정부는 동일 내용의 협의를 

같은 국가의 서로 다른 기관과 중복하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표시하였다고 한다(ODA Watch, 2012a). 게다가 KOICA

가 기존의 라오스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소아과 의료 인력 교육 및 지역 보건소 역량 강화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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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H가 시행하는 연수 사업 및 보건소 지원 사업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표 17. KOICA 의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개요[출처: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종료 보고서, 2012]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생후 1개월-15세를 대상으로 한 국립아동병원을 건립하여 

라오스 아동들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내용 70병상 규모의 아동병원 건립 및 의료인력 연수, 의료장비 

지원을 통한 아동 진료 및 처치 기능 확충 

대상 지역 라오스 Vientiane 시내 

규모/기간 350만 달러 / 2009-2011년  

관계자 한국: KOICA 

라오스: 보건부, 라오스 모자보건 병원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중복 문제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교 우위를 통한 협력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 진행 중에 이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발굴과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 내용 및 대상지역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논의하여 피할 수 있는 중복과 

낭비를 막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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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고찰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을 비율로 나타내고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정도의 경우 사업 건수 대비 최소 3%에서 최대 32%, 예산 

대비 최소 12%에서 최대 85%까지의 중복성을 나타내, 건수에 

비해 금액 대비 중복성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엄격한 

분석 방법인 대상 국가와 소분류, 해당 연도가 모두 같은 사업을 

분석했을 경우 사업 건수 대비 3~6%, 예산 대비 12~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같은 기간 시행된 동일한 소분류(기초 

의료 설비) 사업 분석의 경우 사업 건수 대비 20~32%, 예산 대비 

76~85%로 비교적 높은 중복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보건 ODA 사업 예산 중 상당액이 기초 의료 설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같은 기초 의료 설비 분류에 

속하는 사업이라 해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의료 시설의 설립 지원인지 장비의 지원인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하지만 협력국의 기초 의료 설비를 지원한다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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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볼 때, 베트남이란 한 국가에서 5건의 기초 의료 설비 

사업이 지원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의 비효율적 집행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정도의 경우 사업 건수 대비 최소 8%에서 최대 53%, 예산 대비 

최소 1%에서 44%까지의 중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엄격한 분석 방법인 국가와 소분류, 해당 연도가 모두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참여한 사업을 분석했을 경우 

사업 건수 대비 8~10%, 예산 대비 1~19% 비율의 중복성을 

나타냈고 국가와 해당 연도가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참여한 경우는 사업 건수 대비 44~49%, 예산 대비 34~44%로 

비교적 높은 중복성을 나타내었다.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 

중복 정도와 달리 사업 건수 대비 중복성과 금액 대비 중복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9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국가와 소분류가 같으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있는 사업은 

모두 초청 연수 프로그램으로 사업 건수의 비율은 10%를 

차지했으나 예산은 1% 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예산 대비 매우 낮은 

중복성을 나타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된 모자보건의 분류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건수 대비 17~26%, 예산 대비 20~22%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동일 기간 시행된 초청 연수 형태의 무상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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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비율은 사업 건수 대비 29~53%, 예산 대비 2~4%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청 연수사업의 경우 각 사업이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특이사항으로 

모자보건과 보건 분야 초청 연수사업의 대다수가 KOICA(또는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집행 기관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이상의 사례를 살펴볼 때,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된 보건

분야 양자 ODA 사업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업 중복의 문제가 일어

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원조에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

내 기관 간의 원조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기

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세운 전략과 목표를 토대로 각 집행 기관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 고찰 
` 

   사업의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중복의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조 

                                        
24

 2010년 한국 고용노동부의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 분야 초청  

연수'가 예외적이다. 



 

 59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각기 다른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비록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지라도 규모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5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와 3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동일한 고정 

비용이 든다면 협력국의 입장에서는 3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박수영&고요한, 2012). 

따라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중복의 수치만으로 이 정도가 문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비슷한 사업들이 기획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잘 조율이 

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국가에서 겹치는 

시기에 진행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면 사업의 중복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이름만으로는 분류명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사업 

개요서 등을 참조하여 기존의 OECD/DAC 분류명을 재확인하고 

재분류 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분류에 모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따로 표기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같은 사업명 인데도 해당 연도마다 소분류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 분류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여 둘 이상의 소분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사업으로 할 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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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다른 평가자의 재코딩 작업이 있었고 결과 비교와 논의를 

통해 분류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과정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에 나타난 OECD/DAC 분류명만으로는 

중복성 분석에 한계가 있어, 선행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모자보

건과 초청 연수사업을 분석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모자보건이 주

제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 기관이 모두 KOICA(또는 외교부) 또

는 보건복지부로 나타나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KOFIH와 

무상 원조 대외 협력 전문 기관인 KOICA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자보건은 MDGs의 중요한 주제로 두 기관 

모두 주력 원조 사업 분야로 정하여 각자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이미 문제점을 깨닫고 모자보건 

ODA 통합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수립 과정이 난항을 겪

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와 조정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의 시

도와 개혁이 필요하다. 초청 연수사업의 경우 대상 국가의 공무원 

또는 의료 인력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사업 기관인 KOICA와 보건복지부가 서로의 연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얼마나 의견을 조율하며 시행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순한 단기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이 개발도상

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오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난항을 겪고 있는 초청 연수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61 

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더 잘 정립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KOICA와 KOFIH의 경우 연도별 사업 내용이 수록된 통계집 

또는 백서가 있었는데 수출입은행의 자료와 비교해보았을 때 

누락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명으로 기록되어 서로 간의 연결이 되지 

않던 사업들이 있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시행된 많은 수의 

KOICA 연수사업이 수출입은행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중복성에 관한 분석은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을 따로 

추가하여 분석과정에 이용하지는 않았다.  

   ODA 예산에 있어 많은 부처에서 자체 소관 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이행하고 있다(최수영, 2009a)는 것은 사업 개요서 요

청을 위해 관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과 2010년에 시행된 한-몽 과학기술협력센터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의 변경으로 인해 교육부 관계자, 미래부 관계자, 과학기

술부 관계자,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 여러 명의 관계자를 통하고 

난 뒤에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겨우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부처가 변경되면서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겨

가고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구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실감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한국

과 몽골의 예산이 함께 사용되는 양국 공동 연구로 ODA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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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힘들며, 아시아 국제 협력 과제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보건 ODA 사업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에 보

고되고 수출입은행 통계에까지 올려졌는지는 더 이상 알 길이 없었

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국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의료봉사

단체가 1년에 두 번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값을 보상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 개요서라는게 따로 존

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은 ODA 사업이라기 보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가깝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상북도가 2008년 지원했다고 되

어있는 캄보디아 헬스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사업 개요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해당 관계자는 실제로 헬스센터 건립

을 지원한 기록이 없으며 민간 단체인 새마을회에 지원을 한 예산

이 ODA로 기록되어 올라간 것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검찰

청이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마약 퇴치 국제 협력 사업의 경우도 문

의 결과 마약 퇴치 관련 장비 구입을 돕고 캠페인을 도왔을 뿐 따

로 사업 개요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ODA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

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비추어 볼 때, 당시의 국제개발협력사

업이 국가적 목표와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각 

부처에서 다른 사업과 함께 진행을 한 이후에 ODA 사업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따로 보고를 하는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OD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처 담당자는 어떤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ODA로 분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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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혼란을 가지기가 쉬우며 이

는 곧 통일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낼 확률이 높

다(최수영, 2009a).  

   2009년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해외 봉사단 사

업이 통합되어 ‘World Friends Korea’가 만들어졌고 2011년에

는 해외 봉사단 사업과 관련된 4개 부처의 사업 예산이 KOICA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예산만 KOICA에 통합되었을 뿐 실제 사업은 

여전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통합의 효과가 미흡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상 원조 사업 간 조율

을 이끄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무상 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의 역할

이 좀 더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상 원조 관계 

기관 간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KOICA 통합 원조 정보 공유

시스템(www.oda.go.kr)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내용 열람이 

가능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

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한국의 ODA에서 이슈가 되어온 중복성과 관련한 문

제를 보건 분야 ODA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그동안 직관적으로 인식되던 문제를 보다 객관적인 형태로 가

http://www.o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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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복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 앞으

로 ODA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지표를 보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며 한국 보건 ODA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시행되는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와 비교할 기초자료(baseline)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보건 분야의 ODA 전략 및 계획 수립 시 근

거가 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재편

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은 2011년 이후의 사업 자료들을 분

석해보아야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중복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누

락된 사업들이 있는 경우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표

면적으로 보이는 비교 항목 외에 집행 기관 간 조율 정도를 알아보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 분석 결과만을 놓고 어느 정도 수

치가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마지막으

로 사업을 재분류하여 분류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

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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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원조목적 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DAC 

code 

CRS 

code 

분야 상세 내용 

120   HEALTH (보건)   

121   Health, general 

(보건 일반) 

  

  12110 Health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보건정책 및 행

정관리) 

Health sector policy, planning and 

programmes; aid to health 

ministrie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stitution capacity 

building and advice; medical 

insurance programmes; unspecified 

health activities.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

ng (의료교육 및 

훈련)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rtiary level services. 

  12182 Medical 

research (의료 

연구) 

General medical research 

(excluding basic health research). 

  12191 Medical 

services  

(의료서비스) 

Laboratories, specialised clinics and 

hospitals (including equipment and 

supplies); ambulances; dental 

services; mental health care; 

medical rehabilitation; control of 

non-infectious diseases; drug and 

substance abuse control [excluding 

narcotics traffic control (16063)]. 

122   Basic health  

(기초 보건) 

  

  12220 Basic health 

care  

(기초 보건 진료) 

Basic and primary health care 

programmes; paramedical and 

nursing care programmes; supply of 

drugs, medicines and vaccines 

related to basic health care.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기초 의료 설비) 

District-level hospitals, clinics and 

dispensaries and related medical 

equipment; excluding specialised 

hospitals and clinics (12191). 

  12240 Basic nutrition 

(기초영양) 

Direct feeding programmes 

(maternal feeding,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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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aning foods, child feeding, 

school feeding); determination of 

micro-nutrient deficiencies; 

provision of vitamin A, iodine, iron 

etc.; monitoring of nutritional 

status; nutrition and food hygiene 

education; household food security.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제외)) 

Immunis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and parasite 

diseases, except malaria (12262), 

tuberculosis (12263), HIV/AIDS 

and other STDs (13040). It 

includes diarrheal diseases, 

vector-borne diseases (e.g. river 

blindness and guinea worm), viral 

diseases, mycosis, helminthiasis, 

zoonosis, diseases by other bacteria 

and viruses, pediculosis, etc. 

  12261 Health 

education  

(보건교육)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population for improving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s; 

public health and awareness 

campaigns; promotion of improved 

personal hygiene practices, 

including use of sanitation facilities 

and handwashing with soap. 

  12262 Malaria control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Prevention and control of malaria. 

  12263 Tuberculosis 

control (결핵 관

리 및 예방) 

Immunis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tuberculosis.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보

건인력개발) 

Training of health staff for basic 

health care services. 

130   POPULATION 

POLICIES/PROG

RAMMES & 

REPRODUCTIV

E HEALTH  

(인구정책 /시책 

및 생식보건)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Population/development policies; 

census work, vital registration; 

migration data; dem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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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인

구 정책 및 행정 

관리) 

research/analysis; reproductive 

health research; unspecified 

population activities.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생

식 보건)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prenatal and postnatal care 

including delivery;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rtil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sequences 

of abortion; safe motherhood 

activities. 

  13030 Family planning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services including 

counsell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activities; 

delivery of contraceptives;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에이

즈를 포함한 성병

대책)  

All activities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HIV/AIDS 

control e.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esting; 

prevention; treatment, care. 

  13081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

개발)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 

staff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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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08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 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자금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8년 

베트남 

 

 

 

 

KOICA 무상 원조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베트남 지역의료보건 발전 KOICA 0.095 

KOICA 무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0.358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4.515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0.549 

(구)보건복지가족부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05 

온두라스 

KOICA 무상 원조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신생아 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 0.081 

EDCF 유상 원조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EDCF 8.117 

 

부록 3. 2008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기초 의료 설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자금 형태 협력국 사업명 시행 기관 2008년 

KOICA 유상 원조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KOICA 0.771 

KOICA 무상 원조 네팔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 0.237 

KOICA 무상 원조 

동티모르 

딜리 국립병원 진단능력 강화사업 - 0.608 

KOICA 무상 원조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 0.122 

KOICA 무상 원조 

베트남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0.358 

EDCF 유상 원조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4.515 

EDCF 유상 원조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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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무상 원조 스리랑카 

 

한-스 친선병원 건립사업 - 5.189 

(구)보건복지가족부 무상 원조 스리랑카 응급의료강화사업 KOFIH 0.050 

KOICA 무상 원조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의료지원사업 KOICA 2.342 

KOICA 무상 원조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0.280 

KOICA 무상 원조 엘살바도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0.027 

EDCF 유상 원조 온두라스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EDCF 8.117 

KOICA 무상 원조 우즈베키스탄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 - 2.362 

KOICA 무상 원조 이라크 남부지역 기초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동진료팀 구축 KOICA 0.894 

KOICA 무상 원조 자메이카 킹스턴시 중앙의료정보시스템 구축 KOICA 0.771 

KOICA 무상 원조 잠비아 루사카주 총궤군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KOICA 0.514 

(구)보건복지가족부 무상 원조 중국 조선민족병원 의료기기지원사업 KOFIH 0.069 

KOICA 무상 원조 짐바브웨 블라와요시 지역병원 의료역량강화사업 - 1.283 

경상북도 무상 원조 캄보디아 

 

캄보디아 헬스센터 건립 경상북도 새마을회 0.005 

KOICA 무상 원조 캄퐁츠난 지역 병원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0.416 

KOICA 무상 원조 케냐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0.035 

KOICA 무상 원조 콜롬비아 보고타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시설개선사업 KOICA 0.056 

KOICA 무상 원조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0.167 

KOICA 무상 원조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KOICA 0.537 

KOICA 무상 원조 페루 

 

산타로사 친선병원 개보수 사업 - 1.772 

KOICA 무상 원조 리마 도스데마요 국립병원 검진기능 개선 KOICA 0.879 

KOICA 무상 원조 필리핀 한-필 친선병원 외래병동 건립사업 - 0.379 

 

부록 4. 2009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자금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9년 

 

베트남 대구광역시 무상 원조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대구시 의료봉사단 베트남 

우호도시 다낭(Da Nang)시 의료 대한적십자 대구 지사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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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846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083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91 

KOICA 무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Quang Nam Province) KOICA 9.250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707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8.736 

(구)보건복지가족부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부록 5. 2009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기초 의료 설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자금 형태 협력국 사업명 시행 기관 2009년 

KOICA 무상 원조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KOICA 2.008 

KOICA 무상 원조 라오스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0.784 

EDCF 유상 원조 

베트남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846 

EDCF 유상 원조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083 

KOICA 무상 원조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9.250 

EDCF 유상 원조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707 

EDCF 유상 원조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8.736 

EDCF 유상 원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 사업(2 차) EDCF 13.930 

KOICA 무상 원조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제닌지역 기초 보건서비스 강화사업 KOICA 0.100 

KOICA 무상 원조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의료지원사업 KOICA 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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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무상 원조 엘살바도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1.676 

EDCF 유상 원조 온두라스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EDCF 4.259 

KOICA 무상 원조 이라크 남부지역 기초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동진료팀 구축 KOICA 1.627 

KOICA 무상 원조 자메이카 킹스턴시 중앙의료정보시스템 구축 KOICA 0.458 

KOICA 무상 원조 잠비아 루사카주 총궤군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KOICA 0.572 

KOICA 무상 원조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1.207 

KOICA 무상 원조 콜롬비아 

 

쵸코주 기초 보건 의료 향상사업 KOICA 0.325 

KOICA 무상 원조 보고타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시설개선사업 KOICA 0.051 

KOICA 무상 원조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2.088 

KOICA 무상 원조 파라과이 

 

산뻬드로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0.094 

KOICA 무상 원조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KOICA 0.579 

KOICA 무상 원조 페루 리마 도스데마요 국립병원 검진기능 개선 KOICA 3.280 

 

부록 6. 2010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자금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10년 

라오스 

 

 

 

 

 

KOICA 무상 원조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5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 KOICA 0.009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887 

보건복지부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모자보건증진사업 KOFIH 1.66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 KOICA 0.071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6 

KOICA 무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2.148 

보건복지부 무상 원조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기생충 관리 지원 사업 KOFIH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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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베트남 

 

 

 

 

 

 

 

고용노동부 무상 원조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분야 초청 연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02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4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7.287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의료연구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5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277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954 

KOICA 무상 원조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 KOICA 0.067 

KOICA 무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10.476 

EDCF 유상 원조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4.261 

 

부록 7. 2010년 시행된 유·무상 보건 ODA 중 기초 의료 설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자금 형태 협력국 사업명 시행 기관 2010년 

KOICA 무상 원조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KOICA 0.135 

EDCF 유상 원조 라오스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EDCF 0.887 

KOICA 무상 원조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2.148 

EDCF 유상 원조 베트남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7.287 

EDCF 유상 원조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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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유상 원조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0.954 

KOICA 무상 원조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10.476 

EDCF 유상 원조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 EDCF 4.261 

EDCF 유상 원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 사업(2 차) EDCF 25.096 

KOICA 무상 원조 볼리비아 오루로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KOICA 0.021 

KOICA 무상 원조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제닌지역 기초 보건서비스 강화사업- 보건소 준공 KOICA 1.948 

KOICA 무상 원조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의료역량강화사업 KOICA 0.085 

KOICA 무상 원조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보건 의료 역량강화사업 KOICA 5.481 

KOICA 무상 원조 파르완 의료지원사업 KOICA 12.653 

KOICA 무상 원조 엘살바도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0.143 

EDCF 유상 원조 온두라스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EDCF 5.730 

KOICA 무상 원조 이라크 바스라 이동진료팀 구축사업 KOICA 0.024 

EDCF 유상 원조 인도네시아 종합병원 개선사업 EDCF 4.041 

KOICA 무상 원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의료역량강화사업 KOICA 0.209 

KOICA 무상 원조 카메룬 국립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 KOICA 0.045 

KOICA 무상 원조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0.925 

KOICA 무상 원조 콜롬비아 

 

쵸코주 기초 보건 의료 향상사업 KOICA 1.408 

KOICA 무상 원조 보고타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시설개선사업 KOICA 2.917 

KOICA 무상 원조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1.048 

KOICA 무상 원조 파나마 암환자 재단 및 대한민국학교 역량강화 KOICA 0.092 

KOICA 무상 원조 파라과이 

 

산뻬드로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3.160 

KOICA 무상 원조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KOICA 1.981 

KOICA 무상 원조 파푸아뉴기니 지역 보건 의료 체계 강화 지원사업 KOICA 0.043 

KOICA 무상 원조 

페루 

UNSAAC 대학 치과 역량강화사업 KOICA 0.050 

KOICA 무상 원조 리마 도스데마요 국립병원 검진기능 개선 KOICA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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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2008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있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8년 

동티모르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진단능력 강화사업 - 0.608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 0.122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재난대응인력양성 

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 0.150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0.036 

몰디브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Raa Ungoofaaur 

지역병원 의료기자재 등 

지원사업 - 0.134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베트남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 KOICA 0.095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0.358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수단 

 

KOICA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주혈흡충증 퇴치사업 KOICA 0.012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스리랑카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한-스 친선병원 

건립사업 - 5.189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응급의료강화사업 KOFIH 0.050 

에티오피아 

 

(구)보건복지가족부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모자보건 이동클리닉 

지원사업 KOFIH 0.012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의사회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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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70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가족계획 가족계획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KOICA 1.427 

요르단 

 

KOICA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이르비드 혈액은행 

개선사업 KOICA 0.126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우즈베키스탄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전국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량 강화 사업 - 2.362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0.036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모자보건 이동클리닉 

지원사업 KOFIH 0.010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기지원국 사후관리사업 KOFIH 0.023 

중국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 0.099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조선민족병원 

의료기기지원사업 KOFIH 0.069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토착화질환 퇴치사업 질병관리본부 0.070 

 

캄보디아 

 

 

경상북도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헬스센터 건립 경상북도 새마을회 0.005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캄퐁츠난 지역 병원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0.416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공무원 등 연수 

프로그램 - 0.094 

콜롬비아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의사회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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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보고타시 중앙재활병원 

건립 및 

의료시설개선사업 KOICA 0.056 

탄자니아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100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0.167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기생충 관리사업 KOFIH 0.060 

피지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피지 북섬 응급의료 및 

지역사회보건 개선사업 KOICA 0.707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5 

필리핀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한-필 친선병원 

외래병동 건립사업 - 0.379 

보건 기초보건 결핵 관리 및 예방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KOICA 0.429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0.036 

 

부록 9. 2008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모자보건의 주제를 가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협력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8년 

 

 

KOICA 

 

가나 생식보건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지원 KOICA 1.152 

과테말라 

 

생식보건 치말테낭고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KOICA 0.771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인구와 생식보건 KOICA 0.108 

나이지리아 성병대책(HIV/AIDS 포함) 베누주 등 6 개지역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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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생식보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 2 차사업 KOICA 0.445 

볼리비아 생식보건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 0.434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KOICA 1.427 

엘살바도르 생식보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0.027 

온두라스 생식보건 신생아 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 0.081 

우간다 성병대책(HIV/AIDS 포함) 쿠미-소로티 임상진료 및 공중보건 개선 - 0.188 

잠비아 생식보건 루사카주 총궤군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KOICA 0.514 

케냐 기초 의료 설비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0.035 

파라과이 생식보건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KOICA 0.537 

(구)보건복지가족부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생식보건 

 

모자보건 이동클리닉 지원사업 

 

KOFIH 

 

0.022 

 

 

부록 10. 2008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시행된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협력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기관 2008년 

 

 

 

 

KOICA 

 

 

 

 

 

 

과테말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인구와 생식보건 KOICA 0.108 

베트남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95 

에티오피아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 KOICA 0.070 

이라크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르빌 병원운영 및 

관리기술 연수 KOICA 0.152 

의료교육 및 훈련 

중앙 의사, 간호사 

연수, 중앙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연수 -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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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 0.099 

캄보디아 공무원 연수 - 0.094 

탄자니아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 KOICA 0.100 

페루 보건 의료 정책(연수) KOICA 0.112 

(구)보건복지

가족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수단, 

예멘, 요르단,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통가, 파키스탄, 피지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73 

 

 

 

 

   

부록 11. 2009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있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9년 

라오스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 KOICA 0.063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0.784 

보건복지부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기생충 관리 지원 사업 KOFIH 0.078 

몽골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개도국 어린이 

수술지원사업 KOFIH 0.061 

(구)교육과학기술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연구 한-몽 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연구재단 0.071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베트남 

 

대구광역시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대구시 의료봉사단 베트남 

우호도시 다낭시 의료봉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 0.014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91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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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9.250 

수단 

 

KOICA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주혈흡충증 퇴치사업 KOICA 0.229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요르단 

 

KOICA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이르비드 혈액은행 

개선사업 KOICA 0.831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우간다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저소득국 보건재정시스템 

구축 및 강화 KOFIH 0.094 

(구)외교통상부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쿠미, 소로티 지역 

임상진료 및 공중보건 

개선사업 한국기아대책기구 0.392 

우즈베키스탄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재외동포 보건 의료 

수요조사 KOFIH 0.005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개도국 어린이 

수술지원사업 KOFIH 0.028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메디컬소셜센터 기능강화 KOFIH 0.016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기지원국 사후관리사업 KOFIH 0.019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고려인 독거노인 지원사업 KOFIH 0.146 

KOICA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전염병 관리 역량 

강화사업 KOICA 0.013 

중국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열대풍토 및 

매개체전파질환 

국제네트워크 구축 질병관리본부 0.055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KOICA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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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카자흐스탄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재외동포 보건 의료 

수요조사 KOFIH 0.005 

KOICA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암 조기진단의료시스템 

구축 KOICA 0.402 

탄자니아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모자보건(연수) KOICA 0.091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구)외교통상부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므완자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0.297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2.088 

태국 

 

 

KOICA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전염병 예방기술 KOICA 0.135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의사회 0.024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피지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피지 북섬 응급의료 및 

지역사회보건 개선사업 KOICA 0.616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8 

필리핀 

 

 

(구)보건복지가족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004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의사회 0.024 

KOICA 보건 기초보건 결핵 관리 및 예방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KOICA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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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2009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모자보건의 주제를 가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협력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09년 

 

KOICA 

 

 

 

 

 

 

 

 

 

 

 

가나 생식보건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지원 KOICA 0.262 

과테말라 

 

생식보건 

치말테낭고 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KOICA 2.008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과테말라 인구와 

생식보건(연수) KOICA 0.091 

나이지리아 

 

성병대책(HIV/AIDS 포함) 

 

HIV/AIDS 퇴치 지원 유엔개발계획 0.641 

베누주 등 6 개지역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0.015 

도미니카공화국 생식보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 2 차사업 KOICA 0.349 

라오스 기초 의료 설비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0.784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KOICA 0.992 

엘살바도르 생식보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1.676 

잠비아 생식보건 

루사카주 총궤군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KOICA 0.572 

카메룬 성병대책(HIV/AIDS 포함) 

IPPF 카메룬 HIV/AIDS 

보균자 성 생식보건 향상 및 

감염방지사업 

국제가족계획연맹 

(IPPF) 0.076 

케냐 기초 의료 설비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1.207 

탄자니아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탄자니아 모자보건(연수) KOICA 0.091 

파라과이 생식보건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KOICA 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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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페루 생식보건 까야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KOICA 0.488 

(구)외교통상부 

 

 

말리 기초 보건 진료 

5 세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0.389 

세네갈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 증진사업 플랜 한국위원회 0.345 

잠비아 기초 보건 진료 

뭄브와 지역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사업 월드비전 한국 0.233 

(구)보건복지가족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의료서비스 개도국 어린이 수술지원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0.113 

 

부록 13. 2009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시행된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기관 수원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기관 2009년 

KOICA 

 

 

 

 

과테말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인구와 생식보건(연수) KOICA 0.091 

라오스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연수) KOICA 0.063 

베트남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91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 KOICA 0.103 

이라크 

 

의료교육 및 훈련 중앙 의과대학 고위급 역량강화(연수) KOICA 0.057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르빌 병원운영 및 관리기술 연수 KOICA 0.048 

중국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연수) KOICA 0.050 

탄자니아 모자보건(연수) KOICA 0.091 

페루 보건 의료 정책(연수) KOICA 0.093 

(구)보건

복지가족

부 

네팔,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수단, 요르단, 이란, 

중국, 짐바브웨, 캄보디아, 탄자니아, 

태국, 피지, 필리핀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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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국가가 겹치면서 두 개 이상의 집행 기관이 있는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협력국 제출 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10

년 

라오스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5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09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 KOICA 0.071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6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2.148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모자보건증진사업 KOFIH 1.66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

핵, 성병 제외) 기생충 관리 지원 사업 KOFIH 0.135 

몽골 

 

 

 

 

고용노동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분야 초청연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0.003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55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구)교육 

과학기술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연구 한-몽 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연구재단 0.078 

베트남 고용노동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분야 초청연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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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5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4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67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KOICA 

10.47

6 

스리랑카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3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04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보건 보건일반 의료연구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5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응급의료기능강화 사업 KOFIH 0.078 

에티오피아 

 

 

 

 

(구)외교통

상부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실명 예방 및 안과의료 서비스 강화사업 

사단법인 

비전케어 0.109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 

의사회 0.009 

KOICA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13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 KOICA 0.078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가족계획 가족계획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KOICA 0.590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모자보건증진사업 KOFIH 0.171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고려인 독거노인 지원사업 KOFIH 0.276 



 

 90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기지원국 사후관리사업 KOFIH 0.083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09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

핵, 성병 제외)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 KOICA 1.892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중국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조선민족병원지원사업 KOFIH 0.014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06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KOICA 0.061 

카자흐스탄 

 

 

 

 

대구광역시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대구시 의료봉사단 카자흐스탄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한국-

카자흐스탄 

협회 0.016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정책계획(연수) KOICA 0.017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암 조기진단의료시스템 구축 KOICA 1.262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6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10 

캄보디아 

 

대검찰청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2010 캄보디아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대검찰청 0.329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20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08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KOICA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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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05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9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5 

콩고민주 

공화국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보건 의료 지원사업 KOFIH 0.770 

KOICA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기초면역강화사업(UNICEF) KOICA 0.512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09 

보건 기초보건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말라리아 퇴치사업/국제빈곤퇴치기여금 KOICA 0.551 

(구)외교통

상부 보건 기초보건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키상가니시 말라리아 퇴치 및 HIV/AIDS 

예방 

한국국제 

봉사기구 0.260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보건 보건일반 의료서비스 모자보건 증진사업 KOFIH 0.169 

(구)외교통

상부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린디, 음트와라 지역 트라코마 예방 및 

치료사업 하트하트재단 0.182 

보건 기초보건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므완자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0.328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정책계획(연수) KOICA 0.014 

보건 기초보건 기초 의료 설비 다레살람 지역보건소진단능력 강화사업 KOICA 1.048 

필리핀 

 

국가보훈처 보건 기초보건 기초 보건 진료 6.25 참전국 무료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열린 

의사회 0.026 

KOICA 

 

보건 보건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13 

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KOICA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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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일반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05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5 

보건 기초보건 

결핵 관리 및 

예방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KOICA 1.326 

 

부록 15. 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모자보건의 주제를 가진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협력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 기관 2010년 

KOICA 

 

 

 

 

 

 

 

 

과테말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인력개발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KOICA 0.358 

나이지리아 

 

기초 의료 설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KOICA 0.135 

성병대책(HIV/AIDS 포함) HIV/AIDS 퇴치 지원 유엔개발계획 0.199 

네팔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6 

도미니카공화국 생식보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 

2 차사업 KOICA 0.192 

라오스 기초 의료 설비 아동병원 건립사업 KOICA 2.148 

미얀마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08 

방글라데시 생식보건 

UNICEF 가정방문중심의 산모 및 

신생아 보건증진사업 KOICA 0.512 

볼리비아 의료교육 및 훈련 

오루로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KOICA 0.021 

세인트 루시아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1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1 

아이티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1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KOICA 0.590 

엘살바도르 생식보건 임신부요양소 건립사업 KOICA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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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24 

카메룬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25 

성병대책(HIV/AIDS 포함) 

IPPF HIV/AIDS 보균자 성 생식보건 

향상 및 감염방지사업 

국제가족계획연맹 

IPPF 0.073 

캄보디아 

 

의료교육 및 훈련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KOICA 0.412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5 

케냐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20 

기초 의료 설비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KOICA 0.925 

콩고민주공화국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09 

콩고인민공화국 성병대책(HIV/AIDS 포함) UNDP 콩고 HIV/AIDS 퇴치사업 유엔개발계획 0.199 

파라과이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20 

생식보건 

아순시온 인근 3 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KOICA 1.981 

페루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22 

생식보건 까야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KOICA 1.547 

필리핀 생식보건 모자보건 증진 KOICA 0.015 

보건복지부 

 

라오스 보건교육 모자보건증진사업 KOFIH 1.66 

우즈베키스탄 의료서비스 모자보건증진사업 KOFIH 0.171 

탄자니아 의료서비스 모자보건 증진사업(모자보건센터) KOFIH 0.169 

(구)외교통상부 

 

 

 

말라위 성병대책(HIV/AIDS 포함) 

치무투, 치투쿠라 지역 HIV/AIDS 및 

모자보건 사업 아프리카 미래재단 0.226 

말리 기초 보건 진료 

5 세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0.432 

부르키나파소 성병대책(HIV/AIDS 포함)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사업 플랜 한국위원회 0.156 

세네갈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결핵, 성병 

제외)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 

증진사업 플랜 한국위원회 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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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성병대책(HIV/AIDS 포함) 

HIV/AIDS 에 감염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관리개선사업 어린이재단 0.287 

잠비아 기초 보건 진료 

뭄브와 지역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사업 월드비전 한국 0.420 

콩고민주공화국 성병대책(HIV/AIDS 포함) 

DRC 키상가니시 말라리아 퇴치 및 

HIV/AIDS 예방 한국국제봉사기구 0.260 

 

부록 16. 2010년 시행된 무상 보건 ODA 중 초청 연수의 형태로 시행된 사업. 연도 아래는 총지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재구성] 
제출 기관 협력국 소분류 사업명 시행기관 2010년 

KOICA 

 

 

 

 

 

 

 

가나,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탄자니아, 파라과이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건강정책계획(연수) KOICA 0.127 

가나,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친환경도시 계획과 

유지관리(연수) KOICA 0.064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의료교육 및 훈련 전통의학의 현대화 KOICA 0.086 

나이지리아 결핵 관리 및 예방 결핵관리(연수) KOICA 0.096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아시아 특별연수 –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138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세인트 루시아, 스리랑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 파키스탄, 페루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KOICA 0.091 

네팔, 미얀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아이티, 

이집트, 카메룬,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의료교육 및 훈련 모자보건 증진(연수) KOICA 0.206 

라오스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병원운영 및 보건정책(연수) KOICA 0.071 

몽골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KOICA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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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연수) 

베트남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의료보건 발전(연수) KOICA 0.067 

에티오피아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 의료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연수) KOICA 0.078 

이라크 

전염병 관리 및 

예방(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전염병 관리(연수) KOICA 0.127 

중국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위해요소중점관리(연수) KOICA 0.061 

짐바브웨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지역 보건 의료 발전(연수) KOICA 0.115 

파키스탄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보건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  KOICA 0.052 

고용노동부 

 

몽골, 베트남 

 

의료교육 및 훈련 

 

한-WHO 협력사업 

산업보건분야 초청연수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0.05 

 

보건복지부 중국 의료교육 및 훈련 조선민족병원지원사업 KOFIH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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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verlap i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Hyungwon Lee 

Division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Public Health Science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and examines 

cases on the overlap i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discussions necessary for achieving better aid. After 

looking into the common concept of “overlap”, the individual 

ODA projects were evaluated by the standardized frame. Then 

the degree of overlapping was analyzed so that it could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better aid. 

Method: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Korea’s bilateral health 

ODA projects from the years 2008 to 2010. A total of 241 

projects out of 1131 were eligible for evaluation. First, the data 

accessible from the Korea Exim Bank website were collected 

and sorted by operators, type of aid, recipi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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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of OECD CRS codes, name of projects, budget, etc. 

Second, the projects considered as health ODA were sorted 

from the data. Then the OECD CRS codes were rechecked, and 

the data was reorganized for evaluation. Third, the degree of 

overlapping between grant aids as well as the degree of 

overlapping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was 

analyzed by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Based on this 

data, the degree of overlapping in a certain time period was 

identified. Fourth, two examples of overlapping cases were 

examined.  

Results: Between the years 2008 and 2010, 3% to 32% of the  

number of projects (12~85% in budget) in Korea’s health ODA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were found to 

overlap. There were 8~53% of overlapped number of projects 

(1~44% in budget) in Korea’s health ODA between grant aids 

during the same period. Therefore, the degree of overlapped 

number of projects was higher between grants aids than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The degree of 

overlapped budget was higher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than between grants aids. 

Conclusion: To avoid overlapping and execute efficient aid,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anage and supervise each 

agency’s budget from its planning stage. Such roles of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supported by the law.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each agency execute its ODA projects based 

on the national-level objective to bring more efficient aid. 

 

Key words: Health, ODA, Overlap, Harmonization 

Student Number: 2011-2385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2. 선행 연구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3. 분석 방법 

	IV. 연구 결과 
	1. 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중복성 정도 평가 
	3. 사례 연구 

	V.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