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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
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
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
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
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
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
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
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
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
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
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
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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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
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
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
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
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
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
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
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
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
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
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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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
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
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
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
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
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
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
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
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
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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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
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
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
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
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
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
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
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
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
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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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
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
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
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
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
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
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
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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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
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
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
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
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
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
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
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
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
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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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
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
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
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
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
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
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
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
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
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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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
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
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
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
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
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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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
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
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
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
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
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
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
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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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
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
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
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
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
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
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
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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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
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
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
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
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
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
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
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
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
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
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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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
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
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
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
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
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
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
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
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
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
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
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
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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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
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
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
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
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
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
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
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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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고착화 또는 구조화되어 있는
데, 그중에서도 빈곤의 현실을 가장 잘 웅변하는 분야가 보건의료 부문일 것이
다. 아프리카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남아시아 등 개도국 지역에 비해서도 제반
보건의료 환경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데, 전 세계 질병부담(disease burden)의 36%를 차지한다는 통계수치도 있을
정도다.1)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결능력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SDG(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힘입어 일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초 여건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 국민은 참상에 가까울
정도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 대다수 병원은 의료장비와 의약
품 등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은 물론 전기와 물 등 기초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
침되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프
리카에서 의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의 의사 수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아프리
카(사하라이남)에서 이를 충족하는 국가는 섬나라 모리셔스 1개국뿐이며, 모잠
비크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 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
병상 수도 이와 사정이 비슷한데 아프리카 20개국에서는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가 한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위생시설 또한 크게 열악하여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60% 이상은 기초 위생시설 접근이 어려워 각
종 질병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3) 남아공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선진국이지
1) “Coronavirus exposes neglect of Africa’s health systems”(202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1).
2) AfDB(2020),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 Supplement Amid Covid-19,”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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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시인구 가운데 세면시설을 갖춘 집에 살고 있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
하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국민은 상하수도, 위생적인 식수,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
어져 공중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정주농업의 발달이 인구집중의 직접적인
요인이었으며, 최근에는 도시화가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속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4) 그런데 아프리카 도시들은 발전의 동력이나 편리를 제공하기보다
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감염병 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
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혁신과 기술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지만, 아프리카
의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보건의료 개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인
구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상하수도, 위생시설, 폐기물 처리 등 사회기반시
설과 국가적 역량이 뒤따르지 못해 거대한 슬럼 지역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
다. 도시 변두리를 중심으로 확대되어가는 슬럼 지역은 각종 감염병의 진원지
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도시인구의 70% 가까이가 슬럼 지역에 살고
있다.5)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일
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농촌을 탈
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이농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의 부랑
아 신세로 전락한 채 슬럼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에는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국가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도시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기초사회 인프
3) “Africa’s urban poor must be shielded from coronavirus”(2020.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3).
4) 박영호 외(2016), p. 24.
5) 위의 책, p. 50.

제1장 서론 • 31

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인구밀도
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의 후진성은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한마디로 경제ㆍ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행정 시스템(거버넌스), 국
가적 역량 등 제반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의 보건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프리카는 방역체계나 위생시설 등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
한 데다가 많은 수의 기저질환 환자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
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실시간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열악한 검역시스템과
의료보건 행정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는
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상황은 종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ㆍ사회적 취약성과 빈곤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SDGs 이행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수요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자연스럽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 비중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지난 10년
간(2011~19년) 지원액은 4억 1,8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6) 아프리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에 대한 과도한 비
중을 줄이고 최빈국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중을 늘린 데다가 아
프리카 보건의료의 개발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 에
너지 등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자원을 지원하는 유상원조보다는 소규모로
지원하는 무상원조가 늘어난 것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비중을 높이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개발수요와 코로
6)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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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확산 사태 등 작금의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형태든 이 분야에 대한 한
국의 개발원조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보
건의료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ODA)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이 지역의 보건의
료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
조가 확대되면서 체계화된 원조방안 수립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의 국제연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비중 확대,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의 중점협력 분야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
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
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
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때 어떤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개발협력전략(CPS)에 포함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보건의료가 중점협력 분야에 포함된 5개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하였다. 국가개발협력전략이 어떤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중
점협력대상국과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
만, 여기에서 범정부 차원의 원조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조 재원 배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기 5개국을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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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는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 원조를 분산하여 제공하게 되면 국가당 원조 규모
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원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작은 규모
의 원조라 하더라도 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등 개발원조 과정
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는 대규모 원조에 버금가는 행정적 부담을 질 수밖
에 없다. 원조에 수반되는 지나친 행정부담은 공여국의 원조 역량을 떨어뜨리
는 주범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분석, 기획 관점에서의 한국 ODA
평가, 보건의료 개발수요 측정, 중점협력 분야 및 접근방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
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개
최, 관련 기관 방문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통계 데
이터베이스(D/B),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신문ㆍ잡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
태의 1, 2차 자료들이며,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과 토론을 병
행하였다. 한국의 원조 평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을 이루는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도출과 관련해
서는 국내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실성과 실행력이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수요 측정과 관련
해서는 외부 위탁연구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내용의 오
류 수정이나 질적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밀 검독을 받는 과정도 거
쳤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질병 문제 역시 빈곤 또는 저개발의 결
과이자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질병
들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흐름상 아
프리카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5대 주요 질병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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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범위에 따
라 5개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해 보건의
료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질병을 퇴
치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개
발협력을 평가하고, 정책 제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 현황과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기획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한국의 개발원조 전략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중점국가별 지원전략
을 담고 있는 ‘국가협력전략(CPS)’,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공여기관인 한국국
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이행전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특징과 전략을 살펴보
았다. 또한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011~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원조 형태 및 유형, 클러스터(세부 섹터)별 원조 현황
과 국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원조는 아프리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원조 공여국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세부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등 주요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원조 정책을 세부적으로 기획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 장에서는 한
국이 제공한 유사 사업들을 OECD CRS(목적코드)에 따라 세부 단위로 묶는
클러스터링을 실시했는데, 4대 클러스터 단위(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
생식보건, 식수위생)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
업을 대상으로 ‘기획’ 단계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적절
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지속가능성), 일관성이며 각각 5점 척도로 평가 틀
을 마련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집행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최
소화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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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과 이행 절차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다. 개발원조 역시 기획이 사업의 전체적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개발수요와 공급(원조)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
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연구 목적과 자료 또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론들은 개발수요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독립변수들의 특정 조합이 가지는 효과를 식별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과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아프리카 국가
들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수
요 추정 방법론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정형 자료(unstructured data)로부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특성이나 관계를 도출하고, 이들 간의 패턴이나 특성을 통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
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중점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
에 비해 개발원조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분야에
걸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에 비해 예산제약이
크고,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지원할 만한 분
야도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내에서도 어떤 세부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지를 따져보는 것은 원조 역량의 집중화와 이를 통한 효과성 제고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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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며 마무
리하였다. 여기에는 원조사업의 융합적 접근, 기획 능력 제고, 다자성 양자원조
(multi-bilateral assistance), ICT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보건의료를 개발협력 주제로 다룬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은 쉽게 찾을 수 있
지만, 특별히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분야를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보고서나 논
문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더욱이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아 선행연구라고 할 만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발협력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다룬 국내외
문헌으로는 전창배, 정기택(2018), 강희정 외(2019), World Bank(2016), WHO
(2021) 등이 존재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개도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전반적으
로 다루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원조 성과를 ‘기획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협력의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 코로나19 변수를 포함하여 향후 아
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추정했다는 점에서도 독창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을 양자협
력, 다자협력, 다자성 양자원조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도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다. 나아가 개별 사업이 아닌 섹터에 대한 원조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이 그동안 지원한 사업들을 4개 클러스터 단위로 묶고, 이를 다른 공여국
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에
서는 기존의 많은 평가보고서와 달리 개별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사업 부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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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을 평가 단위로 했으며 기획 단계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었다. 개발협력
은 전략기획, 운영, 성과 달성이라는 사이클을 구성하는데, 본 연구는 특별히
전략기획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개발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소기
의 목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기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개
발원조 특징을 분석하고, 기획평가와 더불어 개발수요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선
도적 또는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여 아쉬움이 적
지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
은 KOICA,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수의 기관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 모두를 평가대상
으로 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 연구는 KOICA 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KOICA 이외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자료접근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평가에 필요한
KOICA의 모든 자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최종사업 기획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서 분석이 필요하지만 2019년 이전의 집행계획서는 공개하
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평가에서는 KOICA 도서관과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예비조사보고서, 기획조사보고서, 실시 협의 결과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자료 접근성에 따른 한계이
기는 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평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은 피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다자성 양자원조 관련 사항이다. 다자성 양자원조
에서 어떤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을 파트너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하여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다
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유
엔아동기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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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평가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의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과 개발의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
였다. 여기서 조직의 효과성은 전략관리, 운영관리, 파트너십, 성과관리로 나
뉘며, 개발의 효과성은 성과달성도, 적합성, 성과전달, 지속가능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의 특수성, 코로나19 변수, 그리
고 한국의 제반 원조 역량을 감안하면 다자성 양자원조의 추진체계나 전략적
추진방안 제시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다자성 양자원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또 다른 정책 제안 내용에서
도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이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
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개발협력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
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
계적인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이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개발원조를 실시할 때 비교우위나 원조
역량 등의 면에서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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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가 크
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염병, 모자성생식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 많다.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
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5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기대수명, 주요 질병부담, 주요 사
망원인, 모자보건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보건의료 행정체계, 거버넌스,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남아시아와 비교해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
의료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 분석을 위해서는 세계보건안전지수, 국제보건규약
을 통해 5개 중점협력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ㆍ정책ㆍ예산, 감지ㆍ대응ㆍ
대비 역량, 보건의료 체계, 국제규범 준수 등의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 및 각국의 보건의료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 특징
을 알아보았다.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가. 기대수명
아프리카의 기대수명은 약 2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과 2019년
의 아프리카 기대수명 추이를 살펴보면 52.7세에서 64.5세로 19년 동안 11.8
세 증가하였다(그림 2-1 참고). 아프리카는 동 시기 세계와 동남아시아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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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변화 추이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의 기대수명 격차는 동남아시아 등 다
른 지역과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2000년 아프리카의 평균 기대수명
은 세계와 비교해서 17.8세 낮았으며 동남아시아와 비교해도 10.7세 낮은 수준
이었으나, 2019년에는 각각 8.8세, 6.9세로 기대수명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중점협력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
한 국가는 우간다이다. 2000년 우간다의 기대수명은 다른 중점협력국과 비교
해도 가장 낮았지만,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기대수명이 약 17.9세 증가하
였다. 이와 유사하게 에티오피아의 평균 기대수명도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에 약 17.1세 증가하였고, 2019년 기대수명은 5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가장 높
았다.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의 평균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5
개 중점협력국 간 기대수명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 기대수명이 가
장 높은 가나와 가장 낮은 우간다의 격차는 10.4세였으나 2019년 5개 중점협
력국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2세 미만으로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외 지역 간 평균 기대수명 격차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의 평균 기대수명은 다른 대륙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7) WHO 지역 분류8)에 따른 2019년 아프리카의 기대수명은
64.5세로 가장 낮으며 뒤를 이어 동부 지중해가 평균 69.7세를 기록하였다. 또
한 아프리카와 소득 수준이 유사한 동남아시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71.4세였
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환경이 20년 동안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7) WHO에서는 대륙을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동부 지중해, 서태평양 등 총 여섯 지역으로
나눔.
8) WHO 지역분류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를 제
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북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만 유일하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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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0년, 2019년 지역별
기대수명

그림 2-2. 2000년, 2019년 중점협력국
기대수명

(단위: 년(나이))

(단위: 년(나이))

자료: WHO(2021j), “Life expectancy at birth(yea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7).

자료: WHO(2021j), “Life expectancy at birth(yea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7).

나.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질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질환은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다. 2000년부터 2019년
까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질병부담 비중을 차지하는 5대 질병의 종류는 시
기에 따라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 뿐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0~19년 사이 특이점은 5대 주요 사망원인에 비감염성 질환이 포함되었
다는 점이다. 2000년 아프리카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은 HIV/AIDS, 신생아 질
환, 하기도 감염,9) 설사질환, 말라리아로 신생아 관련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이었
다. 그러나 2019년 말라리아가 5대 주요 사망원인에서 제외되고 허혈성 심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포함되면서 비감염성 질환이 5대 주요 사망원인
에 포함되었다. 아프리카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증가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 혈관질환 발병률의 증가 때문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있다. 2000~19년 사이 아프리
9)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을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며, 하
부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감염되면 하기도 감염이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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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서는 전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과체중 및 비만, 고지혈증 등의 질환 발병률
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연합(AU)은 고혈압을 HIV/AIDS와 비교하며 아프
리카에서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경고하였다.10) Onen(2013)
은 아프리카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2025년까
지 아프리카의 인구 중 1억 5,000만 명이 고혈압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인구 중 약 40%가 고혈압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도 약 30%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환자 중 20%만이 적정 혈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혈압 진단, 치료, 관리 환
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11)
아프리카 5대 주요 질병부담 중 신생아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부담은 모
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빠른 감소세를 보인 질병은 HIV/AIDS이다.12) 2000년
HIV/AIDS로 인한 질병부담 비중은 10.9%였으나, 2019년 5.1%로 50% 이상
감소했다. HIV/AIDS로 인한 아프리카의 사망자 수는 2000년 약 108만 명에
서 2019년 43만 5,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또한 말라리아와 설사질환 질병부
담도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유사한 감소세를 보였다. 2000~19년 사이 말라
리아와 설사질환의 질병부담 비중은 각각 9.6%, 9.5%에서 6.4%, 5.9%로 감소
하였다. 2019년 말라리아와 설사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0년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13)
국제ㆍ지역사회와 각국의 적극적인 HIV/AIDSㆍ말라리아 근절 전략 이행

10) Onen(2013), “Epidemiology of ischaemic heart disease in sub-Saharan Africa,” p. 3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1) Ibid.
12) 질병부담이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및 후유증 등으로 얼마나 부담을 갖게 되는지 계
량화한 개념으로, 장애보정생존연수(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를 사용하여 측정함.
장애보정생존연수는 기대수명보다 조기에 사망함으로써 손실되는 생존 연수인 수명손실연수(YLL:
Year of Life Lost)와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실연수(YLD: Years Lost due to Disability)의 합으
로 계산함. 즉 DALY가 클수록 이상적인 건강 수준과는 격차가 크며 질병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함.
13)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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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질병의 질병부담 경감과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MDGs
와 SDGs에 HIV/AIDS와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
은 2000년 아부자 선언, 2005년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정책, 2030년 아프리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HIV/AIDS와 말라리
아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각국은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HIV/AIDS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국
제기구 및 협력국과 함께 전략을 이행했다. 이로써 아프리카의 HIV/AIDS와
말라리아 관련 진단, 치료, 관리, 예방,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인력, 기술, 보건
인프라 등 전반적인 보건체계가 개선되어 HIV/AIDS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자 수와 질병부담이 급감하였다.
수인성 질환의 경우 UN, WHO, AU 등의 국제기구와 아프리카 각국이 식
수 및 위생 개선을 위한 보건 전략을 이행하면서 설사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와 질병부담이 줄어들었다. 설사질환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설사질환의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제공,
위생 기반시설 접근성 확대, 가정용 수처리 및 저장 능력 구축, 위생교육,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등이 중요하다.14) 아프리카의 수처리 비율이 동부 지중해
지역(그리스,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키 등을 아우르는 지중해 권역 국가) 다음
으로 가장 낮았기 때문에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젝트를 통해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을 보급하려는 노력
을 기울였다.15)

14) WHO(2017a. 5. 2), “Diarrhoeal dise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5) WHO(2014), “Preventing diarrhoea through better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 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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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0년, 2019년 아프리카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그림 2-4. 2000년, 2019년 아프리카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2000~19년 사이 아프리카 5대 주요 질병부담 중 비중이 증가한 질병은 신
생아 질환이다. 신생아 질환은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 신생아 가사 및 출생 외
상, 신생아 패혈증 및 감염증, 기타 신생아 질환 등을 포함한다. 2000년 신생아
질환의 질병부담 비중은 13.1%였으나 2019년 15.3%로 2.2%p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생아 질환의 질병부담 비중 증가가 곧 사망자 수 증가를 의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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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019년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88만 명으로 2000년
(약 89만 명)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신생아 질환의 질병부담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련된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질환의 발병 요인에(표 2-1 참고) 대응하기 위해서
는 산부인과 의료인력과 같은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축하고 산전ㆍ산

표 2-1. 아프리카 주요 5대 질병 및 발병 원인
질병

질병 유형
1.1.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원인
1.1.1. 임신 및 출산 요인: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고혈압, 당뇨,
임신 중독증 등
1.1.2. 태아 요인: 발육 부전, 양수 과소증, 태아의 기형 등
1.2.1. 태아 요인: 자궁 내 성장 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 과다증, 양수의 태변 착색 등

1.2. 신생아 가사 및
1. 신생아 질환
출생 외상

1.2.2. 임신 요인: 어머니의 당뇨병, 자간증, 저혈압, 고혈압, 출혈,
다태아, 고령 산모의 초산, 알코올 중독,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
1.2.3. 출산 요인: 조기 양막 파수, 난산, 두위 분만, 꼬임이나 목감기
등의 제대 압박, 제대 탈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제왕절개술, 양막염, 출산 직전 진정제 및 진통제 사용 등
1.2.4. 외상 요인: 산소결핍증, 신생아 질병이나 감염, 기계적 손상 등

1.3. 신생아 패혈증 및
감염증
1.4. 기타 신생아 질환

1.4.1. 신생아 질환 중 위의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포함

2.1. 급성 기관지염

2.1.1. 바이러스

2. 하기도 감염 2.2. 급성 모세기관지염
2.3. 폐렴
3.1. 급성 감염성 설사
3. 설사질환

3.2. 이질
3.3. 만성 설사

4. 말라리아
5. HIV/AIDS

1.3.1. 임신 또는 분만 중 모체 감염, 양수 파수, 난산 등

2.2.1. 바이러스
2.3.1.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3.1.1. 3.2.1. 3.3.1.(설사질환 원인)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기타
설사를 유발하는 장질환, 면역결핍, 스트레스, 음식, 약 등

4.1. 급성 열성질환

4.1.1.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한 전파, 수혈, 주사기
공동 사용 등

5.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5.1.1 성 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수직감염 등

자료: 삼성서울병원(2021), ｢조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서울아산병원(2021b), ｢신생아 가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서울아산병원(2021d), ｢출생외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서울아산병원
(2021c), ｢신생아 패혈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서울아산병원(2021a), ｢급성 기관지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2021), ｢급성 모세기관지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What to know”(2019.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2021), ｢설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2021),
｢말라리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질병관리청(2021),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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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리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WHO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출생 및 생후 첫 주에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하면 신생아 사망자를 현재
수준의 최대 3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16) 그러나 아프리카는
심각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생아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2015년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1,000명당 평균 1.3명으로
SDGs에서 권고하는 1,000명당 4.5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17) 나아가
2019년 아프리카의 간호 인력은 1,000명당 0.99명으로 신생아와 산모를 지
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18) 조산사의 역할은 이러한 의료 현실하
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 에티오피아
2000~19년 사이 에티오피아는 감염성 질환의 질병부담 비중이 대폭 감소
하였다. 2019년 HIV/AIDS와 뇌수막염의 질병부담 비중은 2000년 대비 약
1/8로 감소하였으며 하기도 감염과 설사질환은 약 1/5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급감하였다. 2019년 HIV/AIDS와 뇌수막
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과 비교하여 약 1/4로 감소하였으며 하기도
감염과 설사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 이상 감소했다. 에티오피아는
MDGs의 보건 목표인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증진, HIV/AIDSㆍ말라리
아ㆍ기타 감염병 퇴치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5개년 보건부문 개발프로그램
(Health Sector Development Program)을 199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이행
했으며 그 결과 감염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급감했다.19)
16) WHO(2021t), “Newbo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7) WHO(2017b. 8. 24), “What needs to be done to solve the shortage of health workers in the
African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8) World Bank(2021), “Nurses and midwives(per 1,000 people)-Sub-Saharan 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19) Misganaw et al.(2017), “National mortality burden due to communicable, non-commun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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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00년, 2019년 에티오피아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2019년 에티오피아의 5대 주요 질병부담과 주요 사망원인에서는 모두 감염
성 질환이 줄어들고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였다. 5대 주요 질병부담은 2000
년 신생아 질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HIV/AIDS, 뇌수막염 순이었으나
2019년 HIV/AIDS, 뇌수막염이 제외되고 교통사고와 유전성 질환이 포함되
었다. 교통사고와 유전성 질환이 5대 주요 질병부담에 새롭게 포함된 이유는
두 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HIV/AIDS와 뇌수막염 발병 횟수
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0년 에티오피아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은 설
사질환, 하기도 감염, 신생아 질환, HIV/AIDS, 결핵이었으나 2019년 HIV/
AIDS와 결핵이 제외되고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포함되었다. 2000년부
터 2019년까지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에티오피아의 사망자 수
는 각각 5,000명, 9,800명으로 증가하였다.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
한 사망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에티오피아에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20)

and other diseases in Ethiopia, 1990–2015: finding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20) Ibid.

50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그림 2-6. 2000년, 2019년 에티오피아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2) 가나
가나의 5대 주요 질병부담 중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인 질병은 홍역이다.
2000년 가나의 홍역 질병부담 비중은 3.9%였으나 2019년 0.04%로 질병부담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가나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 약 8,600
명에서 2019년 14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홍역백신 접종률이 급격
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4년 가나 전역에서 12~23개월 아동의 홍역백신 접
종률은 약 10%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92%로 급증하였다. 홍역백신 예방
접종률 개선은 홍역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로 직결되었다.21)
가나의 5대 주요 질병부담 중 비중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가 증가한 질병
은 하기도 감염이다. 가나의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비중은 2000년에
비해 2019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500명 증가했다.

21) The Global Economy(2021), “Ghana: Measles immunization r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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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00년, 2019년 가나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가나의 2000년과 2019년 5대 주요 질병부담의 공통점은 모두 감염성 질환
혹은 신생아 관련 질환이라는 점이다. 2000년 가나의 5대 주요 질병부담은 신
생아 질환, 말라리아, HIV/AIDS, 하기도 감염, 홍역이었으며 2019년의 주요
질병부담에는 홍역이 제외되고 결핵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5대 주요 사망원인
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감소한 반면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 가나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아 질환, HIV/AIDS, 말라리아,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이었으나 2019년 말라리아와 설사질환은 제외되었고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포함되었다. 2000년과 2019년 사이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각각 6,300여 명, 6,600여 명 증가했다. 뇌졸
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가나에서 고혈압,
당뇨병,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가나에서는 고혈압
과 당뇨가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이다. 고혈압
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적절한 혈압 조절 치료를 받는 인구는 5% 미만에 불과했
으며,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는 인구 비율은 약 70%였다.22) 즉
22) Ofori-Asens and Garcia(2016), “Cardiovascular diseases in Ghana with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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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00년, 2019년 가나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ㆍ치료ㆍ관리와 관련된 열악한 인프라로 뇌졸중과 허
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3) 세네갈
세네갈의 5대 주요 질병부담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그림 2-9
참고). 2019년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뇌수막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비중은
2000년과 비교하여 약 1/4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0~19년 사이 하기도 감
염, 설사질환,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각각 41%, 56%, 65% 감소하
였다. 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 질병부담 비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사
망자 수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2000~19년 사이 말라리아로 인한 질
병부담 비중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가량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세네갈에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세가 더
딘 이유는 적시에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말라리아의 대
표적인 증상인 발열 증상을 보이는 5세 미만 아동 중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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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Diagnostics Test)를 받은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였다. 적시에 말라
리아 진단을 받지 못한 아동은 치료와 관리가 늦어져 말라리아가 사망을 초래
하였다.23)

그림 2-9. 2000년, 2019년 세네갈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지난 20여 년간 세네갈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감염성 질환이 줄어들고 비감
염성 질환이 증가하였다(그림 2-10 참고). 2000년 세네갈의 5대 주요 질병부
담 비중은 신생아 질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뇌수막염 등이었으
나, 2019년 뇌수막염이 제외되고 유전성 질환이 포함되면서 비감염성 질환이
추가되었다. 2000년 세네갈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아 질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뇌수막염 순이었으나, 말라리아와 뇌수막염이 제외되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포함되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원인은 성인병 환자의 증가와 함께 진단 및 치료, 예방, 관리 등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Severe Malaria Observatory(2021), “Senegal Malaria prevalence, cases, map, treatment,
risk and dea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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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00년, 2019년 세네갈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4) 우간다
2000년 우간다의 5대 주요 질병부담 비중은 모두 급감하였으며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인 질병은 HIV/AIDS와 말라리아였다. 2000년 HIV/AIDS와 말라
리아의 질병부담 비중은 2019년 각각 1/7, 1/6로 급감하였다. 또한 HIV/
AIDS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각각 약 1/4, 1/3로 감소하였다.
2000~19년의 우간다 5대 주요 질병부담은 신생아 관련 질환 혹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다. 2000년 우간다의 5대 주요 질병부담은 HIV/AIDS,
말라리아, 신생아 질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순이었고 2019년에도 이와 비
슷했다(그림 2-11, 그림 2-12 참고). 그러나 5대 주요 사망원인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감소하고 외상(낙상, 산업 기계 관련 사고 등)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
다. 2000년 우간다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은 HIV/AIDS, 말라리아, 신생아 질
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설사질환이 제외되고 외
상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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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2000년, 2019년 우간다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그림 2-12. 2000년, 2019년 우간다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5) 탄자니아
2000년과 2019년의 탄자니아 5대 주요 질병부담과 주요 사망원인은 모두
감염성 질환 및 신생아 질환 관련 질병이었다. 2000년 탄자니아의 5대 주요 질
병부담은 HIV/AIDS, 신생아 질환,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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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9년에도 순서만 다를 뿐 2000년과 동일한 질병이 5대 주요 질병부
담에 포함되었다. 2000년 5대 주요 사망원인은 HIV/AIDS, 하기도 감염, 신생
아 질환,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었으며, 2019년에는 설사질환이 제외되고
결핵이 포함되었다.
탄자니아의 질병부담 중 감염성 질환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가장 빠른 감소
세를 보인 질병은 HIV/AIDS이다.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하여 HIV/AIDS
의 질병부담 비중은 1/5로 급감하였다(그림 2-13 참고). 또한 설사질환은 1/4
로 감소하였으며 하기도 감염, 말라리아도 1/3로 감소하였다.
탄자니아는 결핵 발생의 주요 원인인 HIV/AIDS의 빠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결핵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에는 HIV/AIDS, 약물 남용, 알코올 사용 장애, 흡연 등이 있으며, 특히
HIV/AIDS는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18배 높인다.24) 즉 HIV/AIDS 감염은 결핵
감염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탄자니아의 경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HIV/AIDS의 질병부담과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결
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단 2,000여 명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탄자니아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약물 남용과
알코올 소비의 증가 때문이다. Minja와 Mbatia의 연구에 따르면, 탄자니아에
서 헤로인, 코카인 등의 약물 사용과 알코올 소비 증가로 인한 알코올 사용 장
애 사례가 증가하였다.25)26) 약물 사용은 환기가 잘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붐비
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켜 결핵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27) 알코올 의존 및 중독 등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환
24) WHO(2021v. 10. 14), “Tuberculo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1).
25) Minja et al.(2021), “High burden of tuberculosis infection and disease among people receiving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 in Tanzania,”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4).
26) Mbatia et al.(2009), “Prevalence of Alcohol Consumption and Hazardous Drinking, Tobacco
and Drug Use in Urban Tanzania, and Their Associated Risk Factors,”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27) Minja et al.(2021), “High burden of tuberculosis infection and disease among people rece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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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신체적인 면역체계 손상으로 결핵에 걸릴 위험이 3배 증가한다.28)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치료를 받더라도 알
코올 의존 및 중독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탄자니아의 약물
남용과 알코올 사용 장애의 증가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지 않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2000년, 2019년 탄자니아 주요 질병부담
(단위: % DALYs)

자료: WHO(2021c), “Disease burden, 200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그림 2-14. 2000년, 2019년 탄자니아 주요 사망원인
(단위: 1,000명)

자료: WHO(2021e), “Global health estimates: Leading causes of dea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 in Tanzania,”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4).
28) America Addiction Centers(2021. 7. 24), “Alcohol and Tuberculo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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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2000~19년 사이 5개국의 질병부담 현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의 질병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고혈압, 당뇨병의
증가로 심장질환 등의 선진국형 질병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으로 등장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 및 질병부담은 여전하며
모자보건에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세균 등으로
발병하는 설사질환과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성 질환의 질병부담도 아직
까지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다. 모자보건
2019년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세계, 동남아
시아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 2019년 세계, 동남아시아의 5세 미만 아
동 사망자 수는 각각 38명, 32명 수준이었으나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 사망
자 수는 74명으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아프리카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세
계, 동남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작은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세계, 동남아시아

그림 2-15. 1990년 세계 아동사망률

그림 2-16. 2019년 지역별 아동사망률

(단위: 명(1,000명당 사망한 아동의 수))

(단위: 명(1,000명당 사망한 아동의 수))

자료: WHO(2021q), “Under-five mortality rate(probability
of dying by age 5 per 1,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자료: WHO(2021q), “Under-five mortality rate(probability
of dying by age 5 per 1,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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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각각 약 18명, 20명이었으며 아프리카의 신생아 사망자
수는 27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2000년 5개 중점협력국 간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상이하였으나 2019년에는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29) 2000년 5개 중점협
력국의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 수는 각각 32~48명, 67~87
명, 99~146명 사이에 분포하였다(그림 2-17 참고). 하지만 2019년 5개 중점
협력국 아동 사망자 수의 격차는 각각 신생아 사망자 수 20~28명, 영유아 사망
자 수 33~37명,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 45~51명에 분포하여 국가 간 격차
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8 참고). 이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
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었다는 의미이며 보건의료
의 품질이 낮았던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7. 2000년 5개 중점협력국
아동사망률

그림 2-18. 2019년 5개 중점협력국
아동사망률

(단위: 명(1,000명당 사망한 아동의 수))

(단위: 명(1,000명당 사망한 아동의 수))

자료: WHO(2021q), “Under-five mortality rate(probability
of dying by age 5 per 1,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자료: WHO(2021q), “Under-five mortality rate(probability
of dying by age 5 per 1,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8).

2017년 아프리카의 모성사망률은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그 격차가 큰 폭으
로 줄어들었다. 모성사망률(MMR: Maternal Mortality Ratio)은 출산 후 산

29) 신생아란 생후 28일까지를 의미하고 영유아는 생후 1살까지를 의미함.

60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모 10만 명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를 의미한다.30)31) 2000년 아프리카에서 10
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는 세계, 동남아시아와 비교하여 약 500명 이상 차이
가 났으나 2011년 격차가 300명대 후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2017년에는 아
프리카의 산모사망자 수가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10만 명당 314명 더 높아 세
계 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2000년 대비 2017년 아프리카의 임신ㆍ
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 산모사망자 수의 감소에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5개 중점협력국 간 모성사망률 격차도 대폭 감소하였다. 2000년
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가 가장 많은 에티오피아와 가장 적은 가나의 격차
는 546명이었다. 그러나 2017년 두 국가에서 사망한 산모 수의 격차는 10만
명당 93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과 2017년
사이 산모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탄자니아와 가장 적은 가나의 격차도 10만 명
당 216명으로 국가 간 모성사망률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5개 중점협력국 중 모성사망률이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에티오피
아다. 에티오피아에서 사망한 산모 수는 2000년 10만 명당 1,030명에서 2017년
401명으로 약 61% 급감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 산모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낙태 및 임신 중 감염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이 있
다.32) 또한 에티오피아의 산모사망률이 주로 산후에 집중되어 있는바 의료기
관 내 출산 비율이 늘어나면서 산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33)34)
5개 중점협력국 중 모성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나이다. 가나에서 사망

30) 산모의 사망은 임신 기간, 출산 중, 혹은 출산 이후 42일 이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
하는 경우(우연적 혹은 우발적인 원인은 제외)를 의미함. WHO는 세계보건관측소(GHO: Global
Health Observatory)를 통해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성사망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31) WHO(2021k), “Maternal mortality ratio(per 100,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32) Berhan and Berhan(2014).
33) Tessema et al.(2017).
34) USAID(2021b),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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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모 수는 2000년 10만 명당 484명으로 5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03년 이후 가나에서 사망한 산모 수는 400명 미만으로 낮아졌
고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10만 명당 308명을 기록하며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가나와 아프리카 지역 전체에서 사망한 산모의
수를 비교하면 가나의 모성사망률이 아프리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9, 그림 2-20 참고).

그림 2-19. 지역별 모성사망률
추이

그림 2-20. 5개 중점협력국 모성사망률
추이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

자료: WHO(2021k), “Maternal mortality ratio(per
100,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자료: WHO(2021k), “Maternal mortality ratio(per
100,000 live birt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5개 중점협력국의 모성사망률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
준이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 시에 산부인과를 이용
하거나 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모성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조산사 등의 인력 충원, 시설 개선, 산후조리 개선 등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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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거버넌스
가. 세계보건안전지수
아프리카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거버넌스 구축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
적이고 공평하면서도 적정한 가격(affordable cost)에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
이다.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분야 수요
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부문 거버넌스가 갖추어져 있어
야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과 감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파악ㆍ예방하고 대응하기
에 용이하며, 국가 보건의료 관련 예산, 정책, 법률 등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와
긴밀하게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책무성(accountability)을 부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세계보건안전지수
(GHS 지수: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와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이다. GHS 지수는 IHR 195개 대상 국가의
보건안전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지표이다. GHS
지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해 여섯 개 하위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 하위지표의 점수를 매겨 각국의 세계보건안전지수를 측정한다(표 2-2 참
고). GHS 지수의 점수는 0에서 100점까지 매겨지며 100점은 최고 수준의 보
건안전을 의미한다.
IHR은 194개 WHO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196개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법의 도구 중 하나이다.35) IHR은 196개국의 공중보건 사건과 위기
로부터 △ 예방 △ 감지 △ 보고 △ 대응 등에 대한 핵심역량을 측정한다. 이를

35) WHO(2021g),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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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GHS 지수의 하위분야 및 하위지표
분야

내용

하위 지표
1.1 항생체 내성
1.2 인수공통감염병

1. 예방

병원체 발생 및 무단방출 예방

1.3 차단방역
1.4 생물안전도
1.5 이중이용 연구 및 책임성 있는 과학 문화
1.6 면역
2.1 실험 시스템

2. 감지ㆍ보고 잠재적 감염병 조기 발견 및 보고

2.2 실시간 감시 및 보고
2.3 역학 인력
2.4 인간, 동물, 환경 보건부문의 데이터 통합
3.1 긴급사태 대응 및 비상대응계획
3.2 비상대응계획 이행
3.3 비상사태 대응 운영

3. 신속 대응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 및 완화

3.4 공중보건 및 안전당국 연계성
3.5 위기소통
3.6 의사소통 시설 접근성
3.7 무역 및 여행 제재
4.1 의원, 병원,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등의 보건 역량
4.2 의료대응조치 및 보건의료 인력 개발

환자와 의료 종사자를 치료하고
4. 보건체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강력한
보건체계

4.3 보건의료 접근성
4.4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 종사자의 의사소통
4.5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4.6 새로운 의료대응조치에 대한 테스트 및 입증 역량
5.1 IHR 리포트 준수 및 재난위험 감소
5.2 공중보건 및 동물보건 비상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의

국가역량 개선 및 격차 해소를
5. 국제기준

위한 계획 재정지원 등을 위한
국제규범 준수

5.3 국제 공약
5.4 합동외부평가도구 및 수의역량평가 준수
5.5 재정지원
5.6 유전자 및 생물학적 데이터와 샘플 구축
6.1 정치 및 안보 위험

6. 위험도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종합적
위험도 및 국가의 취약성

6.2 사회경제적 회복력
6.3 기반시설 확충
6.4 환경적 위험도
6.5 공중보건 취약성

자료: GHS Index(2021a), “Abou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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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제보건규약은 1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핵심역량지수(core capacity
scores)를 평가하고 있다(표 2-3 참고). IHR 핵심역량지수는 특정 역량지표의
성과 또는 달성 수준을 반영하여 0에서 100까지 매겨지며 100점은 최고 수준
의 보건의료 부문 거버넌스 구축을 의미한다.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보건의료 부문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열악
한 분야는 “보건체계”이다.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보건체계 점
수는 평균 14.5점으로 동남아시아보다 낮았다(그림 2-21 참고).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지표가 2.1점으로 가장 낮
았다. 해당 지표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체계에서 감
염관리를 위한 장비 사용과 의료 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관리가 매우 열악함을 의미한다.36) GHS 보건체계 하위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 종사자의 의사소통” 지표
이며 3.1점에 불과했다. 해당 지표의 측정은 공중보건 위기 시 의사소통 체계
존재 여부와 민간ㆍ공공 간의 보건의료 의사소통 체계 여부로 이뤄지는데,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각각 6.3점과 0점을 기록하였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국가들은 응급 시 의료종사자 간 의사소통 체계가 매우 열악하고, 민간과 공
공 사이의 의사소통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GHS 보건체
계 지수인 “의원, 병원,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등의 보건역량”에서도 드러나는
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해당 지수 평균은 9.8점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의
사와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37)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위험도 지수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위험도 지수는 40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15점 더 낮았다(그림 2-22 참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위험도 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확충”과 “공중보건 취약
36)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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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점수가 낮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도로 연결망과 전기 기반시설 지표
에서 각각 25점, 20.8점을 기록하여 열악한 도로와 전기 사정을 반영하고 있
다. 또한 1인당 공공 의료비 지출이 1.5점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적으
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38)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국제기준 지수는 세계,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HS 국제기준 지수는 46.5점
으로, 세계 평균보다 2점 낮았으나 동남아시아와 비교해서 0.7점 더 높았다. 구
체적으로 하위지표 점수를 살펴보면 “유전자 및 생물학적 데이터와 샘플 구축”
과 “IHR 리포트 준수 및 재난위험 감소” 부문에서 각각 66.7점, 61.5점으로 높
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IHR 보고서 제출, 감염병
병원체 공유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이행 부문에서 모두 100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공중보건 및 동물보건 비상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의”와 “합동외부평가도구 및
수의역량평가 준수” 부문은 30점 초반으로 국제기준 평균 점수에 비해 크게 낮
았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 간 동물보건 비상대응 협의는 6.3점으

그림 2-21. 2019년 지역별 GHS
종합지수

그림 2-22. 2019년 중점협력국 부문별
보건안전지수

(단위: 100점 기준)

(단위: 100점 기준)

자료: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자료: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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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낮았으며, 5년간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의서비스 운용절차 분석과 보
고서 출판 부문도 각각 10.4점과 14.6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39)
2019년 5개 중점협력국은 모두 “보건체계”와 관련된 GHS 지수가 낮았으며
이는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24 참고). 구
체적으로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은 5개 중점협력국 모두
0점을 기록하여 감염관리 장비 사용 가능성과 감염병 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개 중점협력국 중 세네갈을 제외한 4개국(에티오피아,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은 의료 종사자의 의사소통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작
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병원,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등의 보건 역
량”은 5개 중점협력국 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
자니아)이 1.4~2.3점을 기록해 보건의료 체계 인력자원과 보건의료 이용시설
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나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0)
2019년 5개 중점협력국 중 가나를 제외한 4개국(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의 “국제기준” 지수는 세계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41)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국제 공약”에서 68.8~ 81.3점을 기록하며 국제합의
참여와 자발적 회원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나를 제외한 4개국은
“IHR 보고서 작성”과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에서 100점을 기록했다. 가나의 “국
제기준” 지수는 세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다. 가나의 “공중보건 및
동물보건 비상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의”, “국제 공약”, “합동외부평가도구 및 수
의역량평가 준수”에 관한 지표는 각각 0점, 28.1점, 25점을 기록하였다.42)
우간다의 GHS 종합점수는 5개 중점협력국 중 가장 높았지만 “보건체계” 지
수와 “위험도” 지수는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우간다의 “예방”, “감지ㆍ보고”,
“신속 대응” 지수는 5개 중점협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국제기준” 지
39)
40)
41)
42)

Ibid.
Ibid.
Ibid.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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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또한 상위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그림 2-24 참고). 하
지만 우간다의 “보건체계” 지수는 탄자니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11.6점을 기록
하였다. 우간다는 “의료대응조치 및 보건의료 인력 개발”, “의료 종사자 의사소
통”, “감염관리 실천 정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등에서 0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원, 병원,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부문은 1.4점으로 의료인
력 자원과 보건의료 이용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우간다는 “위험
도” 지수도 35.5점으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우간다의 “공중보
건 취약성”은 9.1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식수 및 위생 접근성,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및 안보 위험”
도 28.6점으로 매우 낮았다.43)

그림 2-23. 2019년 지역별 GHS
종합지수

그림 2-24. 2019년 중점협력국 부문별
보건안전지수

(단위: 100점 기준)

(단위: 100점 기준)

자료: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자료: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종합해 보면 중점협력국 5개국을 포함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는 매우 열악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체계 중 가장
열악한 부문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 종사자의 의사소통”, “의원, 병원,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등의 보건 역량”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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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기준 관련 체계는 세계와 유사
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국제기준 관련 체계
중 “유전자 및 생물학적 데이터와 샘플 구축”과 “IHR 리포트 준수 및 재난위험
감소”가 세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중점협력국 5개국 중
가나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국가 공약”, “IHR 보고서 작성”,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의 거버넌스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44)

나. 국제보건규약
IHR은 196개국의 공중보건 사건과 위기로부터 △ 예방 △ 감지 △ 보고 △
대응 등에 대한 핵심역량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IHR은 1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핵심역량지수를 평가하고 있다(표 2-3 참고). IHR 핵심역량지수는 특정 역량
지표의 성과 또는 달성 수준을 반영하여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한 것으로
100점은 최고 수준의 보건규약 달성도를 의미한다. WHO는 IHR 데이터를 지
역별,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 WHO의 IHR 지역별 자료는 세계, 아프리카,
미주, 동남아시아, 유럽, 동부 지중해, 서태평양으로 분류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국별 자료의 경우 196개국에 대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공하고 있다.45) 추가적으로 WHO는 13개의 IHR 핵심역량 중
방사능 사고를 제외한 12개의 IHR 핵심역량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IHR 핵심역량 13개의 평균점수는
2017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2017년 IHR 핵심역량 점수는 세계 평
균이 71.4점이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각각 56.3점과 73.2점을 기록했
다. 그러나 2018년에는 세계 평균이 60점이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각각

44) Ibid.
45)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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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점, 56점을 기록해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점협력국 중 2011년과 2019년 사이 IHR 핵심역량 13개의 평균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는 서아프리카권인 가나와 세네갈이다.46) 가나와 세
네갈의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는 2011년 각각 39점, 30점에서 2019년 49점,
54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나의 핵심역량 평균점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식품안전, 실험실 진단체계, 법률 등의 핵심역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세네
갈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체계, 보건의료 인적자원 구축, 대응체계, 인수공통감
염병 체계 등의 거버넌스 지수가 급격히 개선되었다.47)

표 2-3. IHR 핵심역량 및 평가영역
IHR 핵심역량
법률, 정책, 예산
조정 및 소통
감지
대응
대비
위험 의사소통
인적자원

평가영역
△ IHR 이행을 위한 국가 법률 및 정책 △ IHR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 IHR 이행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조정 및 소통 △ 국가연락기관 운용
△ 공중보건 조기경보 △ 사건기반 감지 시스템 구축 및 이행
△ 공중보건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 IHR 관련 위험 사례관리절차 이행48)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구축 및 이행 △ 소독, 감염성 벡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및 이행
△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가공중보건 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 공중보건 위기의
우선순위 구축 및 자원 활용
공중보건 긴급사태에 필요한 효율적 위험 의사소통 구축 및 이행
IHR 핵심역량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축
△ 실험실 서비스 체계 구축 △ 보건위협 우선순위 테스트 △ 인플루엔자 감지

실험실 진단체계

△ 실험실 차단방역 및 생물 안전도(생물위해관리) 이행 △ 실험실 데이터 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검역체계
인수공통감염병
식품안전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 일반적 검역 의무사항 이행(조정 및 의사소통 포함) △ 정기적 검역 수행 및 효율적 감지
구축 △ 효율적 검역 대응 구축
인수공통감염병 감지 및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식품매개 질환, 식품오염물질 감지 및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화학물질 사고 감지, 경보 및 대응 구축 및 이행
방사능 사고 감지 및 대응 구축 및 이행

자료: WHO(2013),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Checklist an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pp. 26-5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를 토대로 저자 작성.
46) WHO는 2010년부터 국가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5개 중점협력국 중 세네갈과 탄자니아의 데이터
가 누락되어 5개국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연도인 2011년을 선정하였음.
4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48) IHR 관련 위험이란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에 의한 위험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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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티오피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에티오피아의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는 5개 중점
협력국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2011년 에티오피아의 IHR 핵심역량 평균점
수는 70점으로 5개 중점협력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9년 63점으로 감소하여
우간다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가 감소
한 이유는 핵심역량 중 식품안전 지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49)

그림 2-25. 지역별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

그림 2-26. 5개 중점협력국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

(단위: 100점 기준)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자료: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30).

2017년 에티오피아의 보건인력, 실험실 진단체계, 법률, 대응, 위기소통, 인수
공통감염병 관련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7
참고). 2017년 일곱 영역의 IHR 지수는 모두 100점을 기록하였고, IHR 핵심
역량을 이행할 수 있는 보건인력 자원 및 실험실 진단에 필요한 서비스, 테스트,
감지, 방역 등의 체계도 모두 완비되어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시 요구되는

49)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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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체계와 의사소통 체계도 2010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었
으며 IHR 이행을 위한 국가의 법률, 정책, 재정지원 등도 개선되었다. 화학물질
사고와 식품안전 체계를 제외한 모든 IHR 핵심역량지수가 80점 이상(2017년
기준)을 기록하는 등 에티오피아는 보건의료 관련 거버넌스를 높은 수준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화학물질 사고와 식품안전 관련 체계 및 실천 정도는
매우 열악했다. 화학물질 사고 항목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국제공중보건 위
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지 평가한다. 2010년과 2017
년 에티오피아의 IHR 화학물질 사고 점수는 모두 0점으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감지ㆍ대응 관련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IHR 식품안전 지수는 식
품매개 질환, 식품 오염물질 등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10년 에티오피아의 IHR 식품안전 지수는 26점이었으며,
2017년에는 더욱 악화돼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매우 열악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27. 2010년, 2017년 에티오피아 분야별 IHR 핵심역량 점수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a), “Chemical(IHR 2010-2017)”; WHO(2021m), “Preparedness(IHR 2010-2017)”; WHO(2021f),
“Human resources(IHR 2010-2017)”; WHO(2021b), “Coordination(IHR 2010-2017)”; WHO(2021n),
“Response(IHR 2010-2017)”; WHO(2021h), “Laboratory(IHR 2010-2017)”; WHO(2021r), “Zoonosis(IHR
2010-2017)”; WHO(2021i), “Legislation(IHR 2010-201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WHO(2021p), “Surveillance(IHR 2010-2017)”; WHO(2021l), “Points of entry(IHR 2010-2017)”; WHO(2021o),
“Risk communication(IHR 2010-2017)”(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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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나
가나의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 식품안전, 대응, 위기소통 관련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8 참고). 2017년
기준 가나의 IHR 인수공통감염병 점수는 100점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을 감지
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실험실 진단체계와
식품안전 지수는 각각 95.8점, 86.7점이었다. 가나의 실험실 서비스체계, 방역
물품 안전도, 데이터 관리 등 실험실 관련 거버넌스와 식품오염물질, 식품매개
질환에 대한 감지ㆍ대응체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완비되었다. 또한 2017년 가
나의 IHR 실험실 진단체계와 식품안전 지수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
가했다. 2017년 IHR 대응과 위기소통 지수도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대응과 의사소통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
으로 IHR 법률 지수는 2010년 0점에서 2017년 75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했다. 2010년과 대비해서 2017년에는 가나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 법

그림 2-28. 2010년, 2017년 가나 분야별 IHR 핵심역량 점수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a), “Chemical(IHR 2010-2017)”; WHO(2021m), “Preparedness(IHR 2010-2017)”; WHO(2021f),
“Human resources(IHR 2010-2017)”; WHO(2021b), “Coordination(IHR 2010-2017)”; WHO(2021n),
“Response(IHR 2010-2017)”; WHO(2021h), “Laboratory(IHR 2010-2017)”; WHO(2021r), “Zoonosis(IHR
2010-2017)”; WHO(2021i), “Legislation(IHR 2010-201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WHO(2021p), “Surveillance(IHR 2010-2017)”; WHO(2021l), “Points of entry(IHR 2010-2017)”; WHO(2021o),
“Risk communication(IHR 2010-2017)”(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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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정책, 재정지원 등이 대폭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나의 검역체계와 보건인력 자원은 2017년 들어서 악화되었다. IHR
의 검역체계는 검역 의무사항 이행, 정기적 검역 시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구
축 등을 평가하여 측정한다. 가나의 IHR 검역체계 점수가 2010년 73점에서
2017년 35.6점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검역체계와 검역의 정기적 시행, 의무
사항 이행 등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가나의 2017년 IHR 보건인력 지
수도 40점을 기록하여 가나는 IHR 핵심역량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화학물질 사고체계와 대비체계도 다른
핵심역량 지수와 비교하여 낮았다. 즉 화학물질의 사고를 감지 및 대응하고 공
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및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세네갈
2017년 세네갈의 화학물질 사고와 보건인력 관련 거버넌스는 아프리카 핵
심역량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그림 2-29 참고). 2017년 세네갈의 IHR 화학물
질 사고 지수와 보건인력 지수는 각각 69.2점과 60점을 기록하여 아프리카
IHR 핵심역량 평균점수인 56.3점보다 높았고, IHR 화학물질 사고와 보건인력
의 아프리카 지역 평균 점수인 30점, 57점보다도 더 높았다.50) 세네갈은 화학
물질 사고 감지 및 대응체계와 IHR을 이행할 수 있는 보건인력이 아프리카 평
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세네갈의 IHR 법률 지수
는 2010년 0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세네갈의 조정ㆍ의사소통체계와 검역체계는 매우 열악하였다. 2017년
세네갈의 IHR 조정ㆍ의사소통 지수와 검역체계 지수는 각각 10점, 6.1점으로
매우 낮았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네갈은 조정ㆍ의사소통 지수가 급

50)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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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조정하고 소통하는 체계와 국가 연락기관 운용체
계가 열악해졌다. 또한 검역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역을 수행하며
감지ㆍ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네갈의 식품안전(33.3점),
대비(35점), 위기소통(42.9점), 실험실 진단체계(43.3점)는 아프리카 평균보
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51) 세네갈은 화학물질 사고와 보건인력 관련 거버넌
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보건행정 역량이 아프리카 평균에 비해서도 부족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2-29. 2011년, 2017년 세네갈 분야별 IHR 핵심역량 점수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a), “Chemical(IHR 2010-2017)”; WHO(2021m), “Preparedness(IHR 2010-2017)”; WHO(2021f),
“Human resources(IHR 2010-2017)”; WHO(2021b), “Coordination(IHR 2010-2017)”; WHO(2021n),
“Response(IHR 2010-2017)”; WHO(2021h), “Laboratory(IHR 2010-2017)”; WHO(2021r), “Zoonosis(IHR
2010-2017)”; WHO(2021i), “Legislation(IHR 2010-201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WHO(2021p), “Surveillance(IHR 2010-2017)”; WHO(2021l), “Points of entry(IHR 2010-2017)”; WHO(2021o),
“Risk communication(IHR 2010-2017)”(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우간다
2017년 우간다는 실험실, 대비, 대응 관련 거버넌스가 높은 수준으로 구축

51) WHO(2021s), “Average of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ore capacity scores, 1st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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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그림 2-30 참고). 2017년 우간다의 IHR 실험실 진단체계 지수는
100점으로 실험실 서비스체계, 보건위협 테스트, 인플루엔자 감지, 실험실 차
단 방역, 실험실 데이터 관리 등에서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2017년 우간다의 IHR 대비 지수와 대응 지수는 각각 81.7점, 76.9점으로 공
중보건에 관한 긴급대응체계 및 대응 계획,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중보건 위
기 시 재정지원 등의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우간다의
IHR 대비 지수는 2010년 7점에서 2017년 81.7점으로 상승해 7년간 대비체
계가 빠르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우간다의 검역체계와 식품안전 체계는 매우 열악하였다. IHR 검역
지수는 0으로 검역 의무사항 이행,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 및 대응 관련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식품안전 지수의 경우 20점으로 식품매개 질환,
식품오염물질 등에 대한 감지 및 대응 체계가 열악하였다.

그림 2-30. 2010년, 2017년 우간다 분야별 IHR 핵심역량 점수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a), “Chemical(IHR 2010-2017)”; WHO(2021m), “Preparedness(IHR 2010-2017)”; WHO(2021f),
“Human resources(IHR 2010-2017)”; WHO(2021b), “Coordination(IHR 2010-2017)”; WHO(2021n),
“Response(IHR 2010-2017)”; WHO(2021h), “Laboratory(IHR 2010-2017)”; WHO(2021r), “Zoonosis(IHR
2010-2017)”; WHO(2021i), “Legislation(IHR 2010-201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WHO(2021p), “Surveillance(IHR 2010-2017)”; WHO(2021l), “Points of entry(IHR 2010-2017)”; WHO(2021o),
“Risk communication(IHR 2010-2017)”(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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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자니아
2017년 탄자니아의 보건인력, 대비, 조정 관련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그림 2-31 참고). 2017년 탄자니아의 IHR 보건인력 지수는
100점으로 IHR을 이행할 수 있는 보건 인적자원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IHR 대비 지수와 조정 지수는 80점 이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
계획,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조정 및 소통, 국가연락기관 운용 등 거버넌스
가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림 2-31. 2011년, 2017년 탄자니아 분야별 IHR 핵심역량 점수
(단위: 100점 기준)

자료: WHO(2021a), “Chemical(IHR 2010-2017)”; WHO(2021m), “Preparedness(IHR 2010-2017)”; WHO(2021f),
“Human resources(IHR 2010-2017)”; WHO(2021b), “Coordination(IHR 2010-2017)”; WHO(2021n),
“Response(IHR 2010-2017)”; WHO(2021h), “Laboratory(IHR 2010-2017)”; WHO(2021r), “Zoonosis(IHR
2010-2017)”; WHO(2021i), “Legislation(IHR 2010-2017)”; WHO(2021d), “Food safety(IHR 2010-2017)”;
WHO(2021p), “Surveillance(IHR 2010-2017)”; WHO(2021l), “Points of entry(IHR 2010-2017)”; WHO(2021o),
“Risk communication(IHR 2010-2017)”(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검역체계와 감시체계의 경우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았다. 2017년 탄자니아의 IHR 검역 지수는 29.6점으로 검역 의
무사항 이행,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 및 대응 등의 거버넌스가 열악하였
다. 또한 IHR 감지 지수는 45점으로 공중보건 조기경보 체계, 사건기반 감지
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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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2017년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의 IHR 핵심역량 중에서는
실험실 진단 관련 거버넌스(83.3점)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
어 있었다. 2017년 아프리카 다섯 국가 중 세네갈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서
IHR 실험실 진단체계 지수가 77점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가나는 2011~17년 사이 IHR 실험실 진단체계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
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이 영역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가장 이상적인 실험실 진단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었
다. 다만 실험실 진단체계의 구축이 중점협력국 국내의 신속한 질병 진단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각국의 실험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구축되어 있
지 않아서 질병 검체 조사를 위해 검체를 특정 실험실로 운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1~17년 사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
버넌스가 개선되었다. 5개국의 IHR 대비 지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간
다와 에티오피아의 증가폭이 컸다. 이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공중보건 관련
거버넌스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5개국은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검역체계가 열악한 것
으로 보인다. 2017년 중점협력국 5개국의 IHR 핵심역량 중 검역체계의 평균
지수가 29.6점으로 가장 낮았다. 2017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국가
의 IHR 검역체계 지수는 36점 미만으로,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 관련 체계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우간
다와 세네갈의 검역체계 지수는 각각 0점, 6.1점으로, 검역 관련 체계가 구축
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017년 IHR 점수는 2011년과 비교해서 개선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 행정체계가 미비한 일부 분야가 있으며 검역 및 감
염병 감시체계 개선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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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IHR 점수의 국별 변화 비교
화학
국가

물질

조정

사고

식품

보건

안전

인력

실험실
진단

법률

검역

대비

대응

체계

위기
소통

인수
감시

공통
감염병

에티오피아

-

▲

▼

▲

▲

-

▲

▲

▲

▲

▲

▲

가나

▲

▲

▲

▲

▲

▲

▼

▲

▲

▼

▲

▲

세네갈

▲

▼

▼

▲

▼

▲

▲

▲

▲

▲

▼

▲

우간다

▲

▼

▲

▲

▲

▲

▼

▲

▲

▲

▼

▼

탄자니아

▲

▲

▲

-

▲

▲

▲

▲

▼

▲

-

▲

자료: [그림 2-27]~[그림 2-3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보건의료 전략
가. 국제사회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빈곤의 종식, 건
강과 복지증진, 환경 등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17개 목표를 제시하였
다.52)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
라는 슬로건과 함께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
다.53)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발전의제이자 국제보건의료사업의
지향점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52) SDGs 17개 목표는 1)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3) 건강한 삶 및 복지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성평등 6) 식수
위생 7) 적정 가격 및 클린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및 기반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수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15) 토지 보존 16) 평화, 정의 및 제도 17) 파트너십 등이 포함됨.
53) UN(2021f),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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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의제로 좀 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를 목표로 포함하였다. MDGs
의 보건 관련 목표는 △ 아동사망률 감소 △ 모성건강 증진 △ HIV/AIDS, 말라
리아 기타 질병 퇴치 등이었다.54) SDGs에서는 MDGs의 목표를 계승하면서
추가적으로 비감염성 질환, 성생식 보건, 보편적 건강보장 등의 보건의료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다양한 질병을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정지원, 위생 개선, 의료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
대, 환경오염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SDGs는 주요 목표 3에 포함되었다. SDG3은 모든 연령
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목표와 4개 이행목표를 제시하였다.55) 9개 세부 목표에는 △ 아동 및 모성 보
건 △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 예방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와 오염 등의 외부 위협요소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구체
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표 2-5 참고). 또한 SDG3의 세부 이행목표에는 담배
규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인력, 보건안보 등도 포함되었다. SDG3
이외에 SDG2와 SDG5에도 보건의료 관련 목표가 일부 포함되었다. SDG2는
영양 및 식량 공급 보장, 영양실조 종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SDG5는 성생식 보
건 및 권리의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54) FAO(2021), “Millennium Development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4).
55) UN(2021a),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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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보건의료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
목표

세부 목표
2.1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위해 빈곤층, 취약계층, 영유아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목표 2.
기아종식

충분한 영양과 식량의 공급을 보장함.
2.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과 신체쇠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노인 등의 영양적 필요성
을 고려하여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함.
3.1 2030년까지 세계 모성사망률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시킴.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죽음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률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12건 미만으로 감축시키며,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을 1,000건
의 생존출산당 25건으로 감소시킴.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 열대질병 등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
병과 기타 감염성 질병 등을 퇴치함.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복지를 증진함.
3.5 마약과 알코올 등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함.
3.6 2020년까지 세계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건을 절반으로 감소시킴.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

목표 3.
건강과 복지

하고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함.
3.8 재정위기로부터 보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시키며 질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적정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 접근 등을 보장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함.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대폭
감소시킴.
3.a 모든 국가에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강화함.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비감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 및 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
산권 협정(TRIPs)1)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에서 보건재정과 보건인력의 고용, 발전, 훈련, 유
지 등을 대폭 확대함.
3.d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보건위험에서 조기경보, 감축, 관리 등을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

목표 5.
양성평등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2) 행동계획과 베이징행동강령(BPfA)3)에 부합하고 ICPD, BPfA의 검토
회의에서 도출된 계획을 포함하는 성생식 보건과 성생식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함.

주: 1)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주: 2) 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주: 3) BPfA: Beijing Platform for Action.
자료: UN(2021g), “Goal 2: Zero Hunger”; UN(2021a),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UN(2021b),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UN(2021c), “Goal 6: Ensur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UN(2021d),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UN(2021e), “Goal 16: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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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공중보건을 위협
하는 주요 질환으로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매개 질환 등을 선정하였
으며 각 질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보건전략(GHSS: Global Health
Sector Strategies 2016-2021)을 발표하였다. GHSS 2016-2021은 감염병
종식, 환자의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표 2-6 참고).
GHSS 2016-2021의 목표는 SDG3의 목표와 일치하며 세부 목표는 SDG3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56) 또한 GHSS 2016-2021의 전략은 SDGs의
보건의료 재정지원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서
비스 연속성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GHSS 2016-2021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및 가용성 개선 △ 필수 의료서비스
의 형평성 개선 및 최적화 활용 △ 의료보건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하였
다. 또한 GHSS 2016-2021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
속성을 위해 △ 취약성 및 위험 감소를 위한 개입 △ 감염 방지 △ 조기진단 및
정밀진단 △ 개별 관리 △ 양질의 치료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시하였
다. 추가적으로 GHSS 2016-2021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전략적
방향성을 기반으로 국가, WHO, 글로벌 파트너 등이 협력하여 보건의료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7)

56) WHO(2016), “Global Health Sector Strategies 2016-2021(GHSS) Briefing Note: October 201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57) Ibid.,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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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WHO 세계보건전략 2016-2021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매개 질환

비전
HIV/AIDS의 감염, 사망, 차별을 종 바이러스성 간염을 종식시키고 간염 성매개 질환으로 인한 사망, 차별 등을
식시키고 HIV/AIDS 환자가 건강하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 가격이며 종식시키고 성매개 질환 환자가 건강하
고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고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목표
1. 2030년까지 공중보건을

1.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성매개 질환을

위협하는 HIV/AIDS를 종식시킴. 1.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성
2.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고

간염을 종식시킴.

종식시킴.
2.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고 복지

복지를 증진시킴.

를 증진시킴.
세부 목표

1. 2020년까지 새 HIV/AIDS
감염사례 75% 감소
2. 2020년까지 HIV/AIDS

1. 2030년까지 매독 사례 90% 감소

감염사례 50만 명 미만으로
감축(2010년 감염사례 기준)
3. 2020년까지 신생아 HIV/AIDS
감염사례 종식
4. 2020년까지 HIV/AIDS로 인한
사망자 50만 명 미만으로 감축

1. 2030년까지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 사례를 90만 명 미만으로

2. 2030년까지 임질 사례 90% 감소
3. 2030년까지 세계 80% 국가에서
10만 출생아당 선천성 매독 사례

감축

50명 이하로 감소
2. 2030년까지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 사망자를 50만 명 미만으로 4. 2030년까지 세계 80% 국가에서
감축
9세에서 13세의 청소년에게 80%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보장

5. 2020년까지 90%의 HIV/AIDS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제공,
감염사례 억제

프레임워크: 보편적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전략적 방향성
중점 분야 및
책무성에 대한 정보

영향에 대한 개입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서(where)’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형평성 제공
‘어떻게(how)’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원

가속화를 위한 혁신

자료: WHO(2016), “Global Health Sector Strategies 2016-2021(GHSS) Briefing Note: October 2015,” pp. 7-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나. 아프리카
2015년 1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은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아프리카 어젠다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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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2063)을 발표하였다.58) 아프리카 어젠다 2063은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발목표로 일곱 가지 염원(aspirations)을 제시하였다(부록
표 1-1 참고). AU 위원회는 아프리카 어젠다 2063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행되는 제1차 10년 이행계획(FTYIP: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였다.59) FTYIP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고 10년 이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
중 분야를 채택하였다.60) AU는 아프리카 어젠다 2063과 FTYIP를 SDGs 세
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으로 채택하였다.61)
아프리카 어젠다 2063과 FTYIP에서 보건의료 관련 부문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번영하는 아프리카’의 셋째 목표인 ‘건강하고 영
양 상태가 좋은 시민(Health and well-nourished citizens)’에 포함되었
다.62) AU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영양’을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하였다.63) FTYIP는 목표와 우선순위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전환 분야로
△ 영양실조, 모성ㆍ아동ㆍ신생아 사망률 감소 △ 항레트로바이러스64) 접근성
개선 △ HIV/AIDS 및 말라리아 사망률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65)
2016년 AU는 아프리카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아프리카 보건
전략(AHS: African Health Strategy 2016-2030)을 제시하였다. AHS는
SDGs와 아프리카 어젠다 2063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전략이
다.66) AHS의 전략 목표는 2030년까지 보건의료 관련 SDGs와 아프리카 어젠
58) African Union(2021c),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59) African Union Commiss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0).
60) Ibid., p. 10.
61) African Union(2021a), “Linking Agenda 2063 and the SD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62) African Union(2021b), “Our Aspirations for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63) African Union Commiss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 p.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0).
64) HIV/AIDS 치료제의 일종.
65) African Union Commiss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rst Ten Year
Implementation Plan,”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0).
66) African Union(2016), “Africa Health Strategy 2016-2030,” p.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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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63을 통해 아프리카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요
인을 개선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AU는 AHS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 우선순위 전략을 제시하였다. AHS의 우선순위 전략에는
보건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형평성, 파트너십, 청소년
및 청년 투자 등이 포함되었다(표 2-7 참고).

표 2-7. AHS 2016-2030 목표 및 전략적 접근 방법
종합 목표
2030년까지 보건체계 개선, 보건의료 투자 증대, 보건 형평성 개선, 보건 관련 사회적 요인 해결 등
을 통해 질병부담 해소
전략 목표
1. 2030년까지 세계 및 대륙 차원의 목표 이행을 통해 아프리카의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보건 관련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여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2. 전략적 우선순위 이행을 통해 아프리카의 감염병, 비감염병, 기타 보건 문제 등의 발병률을 감소
시키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preventable mortality) 근절
우선순위 전략
(1) 보건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2) 리더십과 굿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재원조달 (4)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호 확대 (5) 보건인력 자원증대 (6) 필수 의약품, 물품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7) 감시
체계,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체계 구축 (8) 의료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역량 강화 (9) 보건의료 사
회경제 및 환경 결정요소 제시, 더 나은 보건의료 성과 강화를 위한 다방면 파트너십(Multi-sectoral
partnerships) 구축 (10) 보건의료 연구 및 혁신 (11) 전략적 정보 및 증거수집 (12) 청소년 및 청
년 투자 (13) 국가 간 협력 강화 (14) AHS 2016-2030 이행에 개발효과성 적용
자료: African Union(2016), “Africa Health Strategy 2016-2030,” pp. 17-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3).

다. 중점협력국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전략을 수립하였
다. 5개 중점협력국은 보건의료 시설 낙후와 보건의료 품질 저하 문제로 인하
여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며, 지역 및 계층 간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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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인하여 모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이 같은 문제점 타개를 위해 5개 중점협력국은 각기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2-8 참고). 5개 중점협력국은 보건의료 전략을 달성해
국민의 건강증진, 개인의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의 보건전략 목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 및 접
근성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을 보장하
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서비스 참여를 촉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미흡한 지역과 계층에게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소극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체
임을 인식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요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 한다.
가나는 예방, 치료, 재활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관리 및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세네갈은 보건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인 아동 및 모성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아동 및 모성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 사정이 열악한 농촌과 낙후된 지역에 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은 지
역 및 계층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역
할로 조정 및 연계, 의사전달, 역할관리, 정보공유 등을 보건전략에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상기 국가들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보건전략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간다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훈련 및 교육, 멘토링, 기술, 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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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리더십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간다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
문인력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탄
자니아는 우간다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하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식 의료장
비 구축, 전문인력 보수 인상,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한편 우간다는 보건의료 전략의 중점 분야로 전문인력 개선을 위한 전반적
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간다는 주요 질병에 대한 통합적 감시
정보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조기 감지와 위기 평가체계 구축을 실현하고 전문
인력이 보건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조치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체계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개발했다. 추가적으
로 우간다는 보건의료 관련 조직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개
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간다를 제외한 다른 중점협력국도 보건의료 전략 목표에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포함시켰지만, 보건의료 전략 중점 분야에는 신생아 및 산모사망률 감
소 등 질병의 개선 정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와 탄자니
아의 보건전략에서는 주요 질병인 신생아 질환 개선을 통한 신생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감소, 기대수명 향상을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와 세네갈의
보건전략 중점 분야에는 신생아 및 산모 관련 질환 개선을 통해 신생아 및 산모
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가나와 세네갈은 주요 질
병인 HIV/AIDS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의 개선을 통해 HIV/AIDS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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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보건의료 관련 목표

세네갈부흥계획
(2014-2023)

보건의료 관련 국가전략
제2차 국가 보건의료 정책
(2010-2020)

우간다
제2차 5개년 개발계획
(2016-2020)

탄자니아

기대수명을 2008년 59.7세에서 2021년까지
61.9세로 증가시킴.
영유아 사망률을 2007년 천 명당 55.9명에서
2021년까지 천 명당 38명으로 감소시킴.
모성 사망률을 2008년 10만 명당 350명에서
2021년까지 10만 명당 340명으로 감소시킴.
신생아 사망률을 2007년 천 명당 29명에서
2021년까지 천 명당 25명으로 감소시킴.
HIV/AIDS 유병률을 2007년 2.6%에서 2021년
까지 1.8%로 감소시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2007년 5.6%에서
2021년까지 0.32%로 감소시킴.

가정식량안보, 산모 및 보육 보장, 의료서비스 접근
성 개선,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개선하
는 국가영향전략을 이행/달성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천 명당 64명(2014/15년)
에서 30(2019/20년)명으로 감소
신생아 사망률을 천 명당 44(14/15)명에서 천 명
당 20명(2019/20년)으로 감소
피임 실천율을 42%(2014/15년)에서 55%(2019/20년)
로 증가
숙련된 의료 전문인력이 주치하는 출산율을 2014/
15년 60.7%에서 2019/20년까지 90%로 증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일차 의료서비스를 2014/
15년 98%에서 2019/20년까지 100%로 증가
기대수명을 2014/15년 64세에서 2019/20년까지
69세로 증가

세부 목표

산모, 영유아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킴.
HIV/AIDS 유병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함.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함.
인구의 62%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촉진함.

중점 분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함.
아동 및 모성 관련 의료서비스를 강화함.
아동과 모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함.
지역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함.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함.

국가 보건체계의 관리 및 조직을 강화함.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평가, 감시체계를 개선하
여 보편적 건강을 보장함.
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립과 조치 개선을 위한 보
건의료 연구체계를 강화함.
보건의료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개발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인적자원을
구축함.
국가보건정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 및 보
건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질 등을 개
선함.

보건의료 관련 훈련 및 교육, 멘토링,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함.
보건의료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와 증거기반 정보
체계 개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능적 통합을 통한 의료서비스,
교육, 연구 등을 제공함.
의료 전문인력 위기를 해소, 의료 전문인력의 생산
성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제도ㆍ리더십 등 지원

신생아 사망률을 2014/15년 천 명당 43명에서
2020/21년까지 천 명당 42명으로 감소시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2014/15년 천 명당 67
명에서 2020/21년까지 천 명당 45명으로 감소
시킴.
숙련된 의료 전문인력이 주치하는 출산율을 2014/
15년 51%에서 2020/21년까지 75%로 증가시
킴.
모성사망률을 2014/15년 10만 명당 432명에서
2020/21년까지 10만 명당 250명으로 감소시킴.
기대수명을 2012년 61세에서 2020/21년까지
66세로 증가시킴.

일차보건체계와 의료보건제공체계를 강화
지역 병원에 현대식 장비를 구축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개선
감염성 질환(HIV/AIDS,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근무환경(보수, 주택 등)을
대폭 개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2016),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GTP II),” pp. 189-192; Ministry of Health Ghana(2018),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MTEF) for 2018-2021,” pp. 4-6; ODA Korea(2016), “The Republic of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for the Republic of Senegal 2016-2020(세네갈
국가협력전략),” pp. 12-13; Ministry of Health Uganda(2010), “The Second National Health Policy,” pp. 11-14;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Tanzania(2016),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2016/17-2020/2021,” pp. 69-7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9. 21).

의료서비스의 적정 가격, 형평성, 접근 용이성 등을
보장함.
보건의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
질병 발생률, 사망률, 장애율 등을 감소시킴.
보건의료 서비스(예방, 치료, 재활) 개선과 재정위
기 보호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함.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접근 용이성, 질 등을
개선함.
보건의료의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화함.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참여를 촉진하여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
를 촉진함.
위생 및 보건환경을 개선함.

의료서비스의 적정 가격, 형평성, 접근 용이성 등을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보건의료 불 건강하고 생산성을 갖춘 국민 구축을 통한 사회ㆍ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활동과
보장함.
평등을 개선함.
경제 성장과 국가발전 달성
참여를 촉진시킴.

보건의료 부문 중기개발계획
(2018-2021)

제2차 성장과 변환 계획
(2016-2020)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접근 용이성, 질 향상,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킴.

가나

에티오피아

표 2-8. 5개 중점협력국 주요 보건전략

라. 선진 공여국 및 공여기관
2018년 보건의료 ODA의 3대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미국, 글로벌펀드
(Global Fund), 그리고 영국이며 전 세계 보건의료 ODA 지원 규모의 약 60%
를 차지하였다.67) 2018년 보건의료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인 미국은
약 84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세계 보건의료 ODA 공여액의 37.9%를 차
지하는 규모였다. 글로벌펀드는 단일 기관으로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많은
공여를 하고 있으며 2018년 보건의료 ODA에 3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글로
벌펀드의 보건의료 ODA는 보건의료 다자원조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
어 다자원조 중심으로 ODA 공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보건의료 분
야에 17억 달러를 공여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공여 규모가 큰 국가였
다. 영국 보건의료 ODA는 의학 연구(27.8%)와 가족계획(12.9%) 분야에 40%
이상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68)
세계에서 보건의료 ODA를 가장 많이 지원받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의료 ODA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에 공여되었다.69) 2018년의 경우 보건의료 ODA의 54%인 119억 달러
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보건의료 ODA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원받은 지역은 아시아로 전체 보건의료 ODA의 18.2%인 40억 달러를 공여
받았다. 특히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보건의료 ODA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보건의료 ODA의 11%인 24억 달러를 공여받았다.70)
2018년 보건의료 ODA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며 9억
5,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가 각각 9억

67) Development Initiatives(2020), “Aid spent on health: ODA data on donors, sectors, recipients,”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3).
68) Ibid., p. 12.
69) Ibid., p. 20.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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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달러, 8억 6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동 기간 보건의료 ODA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10대 수혜국 중 9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다.71)
본 절에서는 미국, 글로벌펀드, 그리고 영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
의료 공여전략 및 실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주요 공여국ㆍ기
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전략이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2014년 미국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 30개
회원국, WHO, IHR, 국제수역사무국(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등과 공동으로 국제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채택하였다.72) GHSA는 감염병에 대한 감지, 예방, 대응 역량 등
을 구축하고 국가 및 국제기구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2014년
개시된 GHSA 1단계는 2019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5년 이행계획이며 △
WHO, IHR, OIE 국제규범 준수 △ 협력국의 국제보건안보 역량 강화 △ 감염
병에 대한 예방ㆍ감지ㆍ대응 역량 강화 △ 국제 보건안보 지원 강화 △ 다분야
연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GHSA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예방, 감지, 대응 등의 우선순위 분야로 나누어 GHSA 17개 협력국에
ODA를 지원하였다.73) 추가적으로 미국은 GHSA 협력국 이외에도 고위험 국
가의 보건안보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였다.74)
71) Development Initiatives(2020), “Aid spent on health: ODA data on donors, sectors, recipients,”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3).
72) GHSA(2018. 1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2024 Framework,” p.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7).
73) White House(2019), “United States Government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 pp. 5-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6).
74) GHSA(2018. 1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2024 Framework,” p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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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간다에서 열린 GHSA 장관회의에서 미국과 GHSA 회원국은 캄팔
라 선언(Kampala Declaration)을 통해 GHSA 이행계획의 5년 연장을 발표
하였다.75) GHSA 2024라고도 불리는 GHSA 2단계는 1단계와 같이 다분야 연
계 강화, 세계보건안보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수립과 이행, 국제보건의료
규범 준수, 감염병에 대한 예방ㆍ감지ㆍ대응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GHSA
2단계의 우선순위는 GHSA 1단계와 마찬가지로 예방, 감지, 대응 등 구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GHSA 협력국을 지원하였다(표 2-9 참고).
GHSA 1단계와 비교했을 때 GHSA 2단계의 전략 목표에는 △ 보건안보 관
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 촉진 △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필요 수단 및
체계의 사용 및 개발 지원 △ GHSA 회원국의 책무성 강화 등이 추가되었다. 또
한 전략적 목표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상호 책무성, 투명
성 등이 포함되었다.76) GHSA 2단계의 대상 국가는 기존 GHSA 1단계 17개
협력국에 콩고민주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추가하여 19개 협력국으로 확대하
였다.
한편 미국은 2024년까지 다자기구 및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전 세
계 국가의 절반 이상인 100개국의 보건안보 역량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격차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과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보건안보 역량 구축을 위해 15개
의 국가ㆍ국제기구ㆍ비정부기구로 구성된 GHSA 운영그룹(steering group)이
IHR 지수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역량 강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FAO, OIE,
WHO 등 3개 기관은 GHSA 운영그룹의 영구회원기관으로서 보건안보 관련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77)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서 IHR 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IHR
75) GHSA(2018. 1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2024 Framework,” p.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7).
76) Ibid., p. 4.
77)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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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제보건안보구상(GHSA) 목표 및 우선순위 분야
비전
자연적ㆍ인위적ㆍ우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보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구축함.
목적
GHSA는 협력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ㆍ계획ㆍ자원동원ㆍ이행을 국가ㆍ지역ㆍ세계
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
전략 목표
(1) 보건안보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 촉진
(2) 감염병 발생 예방ㆍ감지ㆍ대응 역량과 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파트너 재정지원 확대
(3) 보건안보 구축을 위해 다분야 참여 및 협의 촉진
(4)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필요 수단 및 체계의 사용 및 개발 지원
(5) GHSA 회원국의 책무성 강화
우선순위
예방

△ 항생제 내성 △ 인수공통감염병 △ 생물 안전ㆍ보안 △ 면역

감지

△ 국가 실험체계 △ 실시간 감시 △ 보고

대응

△ 위기대응 △ 보건ㆍ안보당국 연계 △ 의료대책 및 인력 개발

국가: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파키스탄, 세네갈,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

리아 (19개 GHSA 협력국)
자료: GHSA(2018. 1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2024 Framework,” pp. 4-5; GHSA(2019),
“Strengthening Health Security Across the Globe: Progress and Impact of U.S. Government Investments
in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p. 3(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ODA 주요 공여 기관인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퇴치, 보건의
료 체계 강화 등을 통해 GHSA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USAID
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말라리아, 영양 등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한
다.78) 또한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HIV/AIDS 관련 보건

78) USAID(2021a), “Global Heal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92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의료 기술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퇴치는 미국 대통령의
말라리아 이니셔티브(the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s), 에이즈 긴급 계획
(PEPFAR: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세계결핵전략
(Global Tuberculosis Strategy), 소외 열대질환 통합 치료 프로그램(Integrated
Treatment Programs for Neglected Tropical Disease) 등의 감염병 세부
전략 이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79) USAID는 아동 및 모성, 감염병 퇴치 전
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통합적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마지막으로 USAID는 개발도상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
료 재정, 필수 의료서비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80)

2) 글로벌펀드
글로벌펀드(Global Fund)는 3대 감염병인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글로벌펀드는 2011년까지 150개국 이상에 HIV/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24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글로벌펀드는
MDGs 및 SDGs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 관련 목표와 UN 에이즈 계획
(UNAIDS: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WHO,
UN 산하 결핵퇴치 파트너십(Stop TB Partnership) 등이 제시하는 국제기구
규범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81)82) 또한 감염
병 퇴치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전략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SDGs 달성 가속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보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9) Ibid.
80) Ibid.
81) Global Fund(2011), “The Global Fund Strategy 2012-2016: Investing for Impact,”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82) Global Fund(2016), “The Global Fund Strategy 2017-2022: Investing to end epidemics,”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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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글로벌펀드는 3대 감염병인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전략 2012-2016을 발표하였다. 글로벌펀드 전략 2012-2016의 주
요 목적은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3대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감염
병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펀드는 다섯 가지 전략 목
표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각각의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2-10 참고).

표 2-10. 2012~16년 글로벌펀드 전략 프레임워크 목표 및 우선순위 분야
비전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및 MDGs 달성
목적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1억 4,000만 명~1억 8,000만 명의 감염병
을 예방함.
전략 목표
(1) 전략적 투자
(2) 재정지원 모델 개발
(3) 보조금 이행 적극적 지원
(4) 인권보호 및 증진
(5) 이익지속 및 자원동원
전략 대상
HIV/AIDS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s: Antiretroviral Therapy)를 통한 730만 명 생명 구제
2016년 460만 명에게 직접복약확인체계(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결핵

Course) 지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100만 명에게 직접복약확인체계 지원
2016년 9,000만 명에게 장시간 지속되는 살충망(LLINs: Long-lasting Insecticidal

말라리아

Nets) 공급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억 9,000만 명에게 장시간 지속되는 살충망 공급

자료: GHSA(2018. 1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2024 Framework,” pp. 4-5; GHSA(2019),
“Strengthening Health Security Across the Globe: Progress and Impact of U.S. Government Investments
in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pp. 1-3(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5. 27)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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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펀드 전략 2017-2022는 국제보건전략과의 연계성, 감염병에 대한
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보건체계 구축, 감염병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글로벌펀드 전략 2017-2022의 비전은 글로벌펀드 전략
2012-2016과 같이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여 감염병 부담을 없
애는 것이다.
글로벌펀드 전략 2017-2022의 전략 목표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3대 주
요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이고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갖춘 보건체
계 구축 등이 있다(표 2-11 참고). 글로벌펀드 전략 2017-2022의 목표는 협
력국의 국제보건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으로 글로벌펀드는 파트너와 협
력하여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11. 2017~22년 글로벌펀드 전략 목표 및 우선순위 분야
비전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및 SDGs 달성
목표
협력국의 국제 보건의료 전략과 긴밀하고 명확하게 연계함.
전략 목표
(1) HIV,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효과 극대화
(2)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갖춘 보건체계 구축
(3) 인권 및 양성평등 보호ㆍ증진
(4) 자원동원 증대
전략 대상
HIV/AIDS

UNAIDS 패스트 트랙과 WHO 국제보건전략을 기준으로 HIV 예방과 치료에 대한 보편
적 접근을 확대하여 HIV 발병률 및 사망률 감소

결핵

결핵 퇴치전략 및 결핵 퇴치 관련 국제보건계획을 기준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을 통한 보편
적 접근 개선으로 결핵, 결핵-HIV, 다제내성결핵(MDR-TB) 등의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 83)

말라리아

말라리아 종식을 위한 세계기술전략(Global Technical Strategy for Malaria), 말라리
아 퇴치를 위한 행동 및 투자(Action and Investment to Defeat Malaria)를 기준으로
말라리아 감염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지원 및 개입 확대

자료: Global Fund(2016), “The Global Fund Strategy 2017-2022: Investing to end epidemics,” pp. 15-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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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2014년 영국 공중보건국(PHE: Public Health England)은 영국 및 국제사
회의 국제보건체계 개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제보건전략(GHS: Global
Health Strategy 2014-2019)을 발표하였다.84) GHS는 PHE의 건강개선, 건
강보호, 공중보건 서비스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국과 세계의 보건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이행전략이다. GHS의 전략 목표에는 △ 공중보건체계의
역량 강화 △ 보건의료 전문성 △ 파트너십 구축 △ 경험 기반 학습 △ PHE 및

표 2-12. 영국 공중보건국 국제보건전략 2014-2019 목표 및 우선순위 분야
목표
(1) 영국의 보건 개선 및 건강보호
(2) 국제보건체계 개선 및 건강불평등 해소
(3) 영국 공중보건국의 역량 강화
전략 목표
(1) 공중보건 전달체계, 공중보건 리더십, 공중보건체계, 공중보건교육 등을 통한 보건역량 강화
(2) 보건인력, 보건데이터, 보건지도 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의 우수성, 전문성 및 자산 공유
(3)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국제보건 협력 및 영향력 촉진
(4) 경험을 통한 학습
(5) 영국 공중보건국 및 공중보건 공동체 국제보건 이슈 참여 촉진
전략적 우선순위
(1) IHR에 기반을 둔 국제보건 수준 개선 및 책무성 이행(항생제 내성, 군중의학, 극한기후사상, 기후변
화, 생물테러, 비상사태 대응,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국경 간 위협, 이주자 및 여행 보건 등 분야 중심)
(2) 국제보건 사건 발생 및 인도적 위기 시 공중보건 대응 지원
(3) 저ㆍ중소득국의 공중보건 역량 구축(보건인력 파견 및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준수)
(4) 보건 및 복지, 비감염성 질환의 국제보건 참여 및 역량 강화
(5) 영국의 국제보건활동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자료: PHE(2014), “Global Health Strategy 2014 to 2019,”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를 토대로 저자
작성.

83) 다제내성결핵(MDR-TB: Multi Drug-resistant Tuberculosis)은 가장 중요한 항결핵약제인 isoniazid
(INH)와 rifampicin(RIF)에 내성인 결핵을 의미함.
84) PHE(2014), “Global Health Strategy 2014 to 2019,”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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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공동체 국제보건 이슈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표 2-12 참고). GHS 전
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로 △ 국제보건 개선 및 책무성 이행 △
국제보건 사건 및 위기 시 공중보건 대응 지원 △ 저ㆍ중소득국의 공중보건 역
량 구축 △ 보건 및 복지, 비감염성 질환의 참여 및 역량 강화 △ 영국의 국제보
건활동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이 채택되었다.
영국의 GHS와 미국 GHSAㆍ글로벌펀드 보건 전략의 공통점은 국제사회 보
건의료 목표 달성, 국제규범 준수,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영국의 GHS는
MDGs와 SDGs의 보건의료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전략목표 이행 과정에서 WHO, IHR, UN 등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였다.85)86) 그리고 GHS는 국제 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고
GHS 전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민간, 정부, 지역,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십 중심의 전략을 강조하였다.87) 추가적으로 GHS는 글로벌펀드
전략 2017-2022와 같이 보건의료 관련 경험 및 모범사례를 중시하였다. 영국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의 전문성, 우수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GHS 국제보건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GHS와 미국ㆍ글로벌펀드 보건전략의 차이점은 첫째, 공중보건 중점전략,
보건의료를 둘러싼 해결 방식, 인도적 대응 방식 등이다.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전략이 감염병 질환 퇴치를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 중심의 보건전략이라면 영
국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호 중심의 보건전략이다. 영국의 GHS는 보건 분야에
위협이 되는 외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전달체계ㆍ리더십, 공
중보건 의료체계, 공중보건 교육 등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GHS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전략적 우선순

85) Ibid., p. 8.
86) GHS가 준수하는 국제규범에는 비감염성 질환에 관한 고위급 회의 선언(the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UN high-level meeting on non-communicable diseases), WHO담배규제기본협약, 유
엔기후변화협약, 2015년 이후 재난위기 경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됨.
87) PHE(2014), “Global Health Strategy 2014 to 2019,” p.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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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포함하였다.
영국과 미국ㆍ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 간 둘째 차이점은 보건의료의 다분야 접
근 방식이다.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 관
련 전략과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반면에 영국의 GHS는 항생제 내성, 군중의학
(Mass Gathering Medicine), 극한기후사상(Extreme Climate Events), 기후
변화, 생물학적 테러, 비상사태 대응, 감염병 대응, 이주민 및 여행 보건 등 국제
보건 수준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고려하여 전략을 이행한다.
영국 GHS와 미국ㆍ글로벌펀드 보건전략 간 마지막 차이점은 인도적 공중보
건 대응 방식이다. GHS는 국제 위험 질병 발생 시 국제보건안보를 위해 WHO
의 국제유행 경보 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영국의 국제개발부,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숙련된 공중보건
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영국은 응급상황 단계에서는 질병 발생 지역의 필
요와 요구에 기반을 두어 지원하며 응급상황 단계 이후에는 공중보건 역량과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이행한다.88)

4. 소결
본 장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
보고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행정체계, 거버넌스,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
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
력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
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

88)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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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첫 주 신생아를 관
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
환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이 증가
함에 따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
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
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관련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
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
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
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
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감염병 중심의 정책
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도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 글로
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 퇴치를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
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호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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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최상위 국제개발협력 종합전략으로 구체적인 국
가 또는 분야에 대한 지원전략보다는 우리나라 원조의 성격과 원조 유형 및 지
역별 재원 배분 등 원조의 특징을 드러낸다. 일례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2021-2025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목표(포용적, 상생, 혁신적, 함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위협 대응 강화, 녹색전환 시도,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89)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제1차(2011-2015년)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은 아프
리카를 최빈국으로 조명하며 MDGs 및 SDGs 달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와 파트너십 구
축, 혁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 삼각협력 확대 등 사업 운영과 협력 방
식에서 아프리카를 일방적 ODA 대상지역이 아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90)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원조 규모는 아시아 다음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재원 배분 전략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 중심의 원조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 대한 재원 배분 비율이 2011년 18%에
서 2019년 26.4%로 증가한 반면, 아시아는 2011년 63%에서 2020년 39.4%

89) 관계부처 합동(2021c. 1. 20), p. 8.
90) 관계부처 합동(2010); 관계부처 합동(2015. 11. 10); 관계부처 합동(2021c. 1. 20)을 참고하여 저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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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였다.91) OECD DAC의 순지출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원조 규모 대
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11년 15%(1억 5,600만 달러)
에서 2019년 21.8%(4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92) 다만 순지출액 비중
이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7년 11월
에 아세안 및 인도 중심의 신남방정책과 몽골 및 중앙아시아 중심의 신북방정
책이 들어서면서 아시아의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지역별 ODA 순지출액 비중(2010~19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Aid(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DAC2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특
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보건 분야 협력이 집중 조명되었다. 우선 1차 기본
계획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유상원조는 교통, 수자원, ICT를 중
91) 관계부처 합동(2015. 11. 10), p. 41; 관계부처 합동(2021c. 1. 20), p. 2.
92) OECD Statistics, “Aid(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DAC2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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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추진하고, 무상원조는 MDGs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개괄적 수
준에 그쳤다. 2차 기본계획은 SDGs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지원을 줄이고 경
제 인프라와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보건사
업은 개도국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도록 언급하고 있다.93) 3차 기
본계획의 경우 코로나19의 도래로 발생한 빈곤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에 대응
하고자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인도적 지원과 긴급 차관,
방역 컨설팅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실
제로 코로나19가 대유행병(pandemic)으로 선언된 지 100일 만에 150여 개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보건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ODA 예산을 2020
년 2,773억 원에서 2021년에는 3,358억 원으로 21%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
욱 확대하기로 하였다.9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종합시행
계획의 경우 코로나19로 부각된 개발협력 대상국의 보건환경 취약성을 개
선하고,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위기 종식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
다. 이에 총 ODA 예산인 4조 1,680억 원 중 4,584억 원을 보건 분야에 집
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규모이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비중도 2021년 18.7%(5,403억 원)에서 2022년 19.6%(6,711억 원)로
증가하였다.95)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리카 보건 전략은 2010년 ‘ODA 선진화 방
93) 관계부처 합동(2015. 11. 10), p. 41.
94) 관계부처 합동(2021c. 1. 20), p. 5, p. 9, p. 26.
95) 관계부처 합동(2021a. 1. 20), p. 28; 국무조정실(2021. 7. 7), 「[보도자료]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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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도입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볼 수 있다. 선진화 방안 도입 이전,
KOICA는 아프리카를 사하라이남과 이북으로 구분하는 지리적 접근 전략을
취하였다.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 필요(Basic Human Needs)
지원을 통한 MDGs 달성을 목표로 하였고, 사하라이북 지역에는 산업 인프라
와 공공행정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선진화 방안이 도입
된 이후에는 선진화 방안의 기조에 따라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
하고자 하였다.96) 이후 수립된 KOICA의 1차 아프리카 지역 협력전략은 ‘Hope
WITH Africa’라는 주제로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공공행정, 보건 및 교육을

그림 3-2. Hope with Africa의 주요 지원 분야

풍요로운 아프리카
Wealthy Africa

자주적인 아프리카
Initiative Africa

번영하는 아프리카
Thriving Africa

조화로운 아프리카
Harmonious Africa

농림수산

공공행정

농림수산

성평등

∙ 농어업 생산성 향상
∙ 시장 접근성 향상

∙ 경제개발전략 수립
∙ 행정역량 강화

∙ 농어업 생산성 향상

∙ 프로젝트 사업에 통합
∙ 국별연수
∙ 원조조화 및 연계강화

1.
2.
3.
4.

가족계획
안전한 임신 및 출산 보건
조산사 양성 및 산파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생식보건

∙ 전염성 질병 관리강화

산업 에너지
∙ 도로/교통 개선
∙ 도시개발

1.
2.
3.
4.

잘병관리 체계강화
말라리아 역량 강화
결핵 역량강하
소외 열대질환 역량 강화

∙ 안전한 식수지원

환경
∙ 프로젝트 사업에 통합
∙ 원조조화 및 연계강화

1. 안전한 식수개발

교육
∙ 양질의 기초교육 제공
∙ 기술인력 양성
∙ 고등인재 양성

자료: 나 현(2012), p. 21.

96) ‘ODA 선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유ㆍ무상 통합으로 중점협력국과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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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성평등 및 환경 문제를 범분야 이슈로 선정하
였다.97) 보건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선정하였
으나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모자보건, 전염성 질병 관리, 안전한 식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건 분야 지원 방향을 정하고 CPS를 통해 수원국별로 세부 프로그램 지원전
략을 도출하도록 하였다(그림 3-2 참고).
2015년도에 1차 아프리카 지역협력전략이 종료되고 2020년도에 2차 아프
리카 지역협력전략이 발표되기 전까지 AU의 ‘어젠다 2063’ 전략 발표, MDGs
에서 SDGs로의 전환 등 아프리카를 둘러싼 개발 환경 및 국제사회의 개발 규
범이 상당히 변하였다. KOICA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차 아프리카 지역
협력전략을 마련하였는데, 2차 전략은 아프리카를 세부 권역(북아프리카, 중서
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는 1차 전략의 평가를
통해 개발협력 수요와 분야별 지원 규모가 지역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
기 때문이다. 특히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모성사망, 청소년 출산 등의 문제가 가
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중서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식수위생 개선 및 접
근성 향상’,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보건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점 목표를 수
립하였다.98) 동남부 아프리카는 직업기술교육과 더불어 성생식모자보건이 중
점 지원 분야로 선정되었고,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직업기술교육, 공공행
정, 기술ㆍ환경ㆍ에너지가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되었다.99) 범 아프리카 공통
추진 전략으로는 ‘Fill the GAP’과 ‘Youth Build Program’이 소개됐는데,
두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 문제와 청소년의 역량 강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
고자 하였다. 특히 SDG5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Fill the GAP’ 전략의 경우 모
성사망률이나 청소년 출산 등 성생식보건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KOICA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과 맞물려 주요 사업 전략으로
97) 나 현(2012), p. 21.
98) KOICA(2020. 1), p. 119.
99) 위의 자료, p. 111,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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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모자보
건 프로그램과 성 기본권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필수 고려 분야
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100)

표 3-1. KOICA 1, 2차 아프리카 협력전략 비교
항목
목표

전략주제

중점과제

1차 협력전략(2012-2015)
아프리카 지역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WITH(Wealthy, Initiative, Thriving,
Harmonious)

아프리카와의 상생 발전, 동반자 협력관계 구축

4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 농림수산

· 여성 삶의 질 개선

· 산업에너지

·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

· 공공행정

· ICT 기반 굿 거버넌스 구축

· 보건

·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 교육

·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 성평등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

· 환경

·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강화

·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 구상
· 기초생필품(BHN: Basic Human Needs)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하라이남
특징

2차 협력전략(2020-2024)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고려,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KOICA 실행 사업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수준
· M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권역별(북, 중서, 동남)으로 구분하여 전략 제시
· 아프리카연합의 어젠다 2063 정책 및 아프
리카 주도 성장 기조에 부합
·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비전 2030
등의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
· 아프리카 지역과의 상생발전, 동반자 관계를
지향
· 여성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강조
· SDGs에 부합

주: 권역별로 2개의 중점협력 분야와 1개의 추가협력 분야를 설정함. 북아프리카는 People, Peace + Planet, 중서아프리카는
People, Prosperity + Peace, 동남아프리카는 People, Planet + Prosperity를 중점협력 분야로 설정함.
자료: 나 현(2012) 및 KOICA(2020. 1)를 요약ㆍ정리하여 저자 작성.

100) KOICA는 ‘Fill the GAP’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젠더마커 1 이상
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다. 젠더마커는 공여국 ODA정책의 성 주류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모든 공여국이 OECD에 사업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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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KOICA의 전략은 분야별 중기전략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KOICA 보건중기전략(2011-2015)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체계를 강화하
여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인적, 제도적 집행 및 계획 역량을 강화하여 질병 예방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MDGs의 달성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
는 것으로 MDGs의 경우 상당 부분이 보건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으며 에이
즈, 말라리아, 결핵 등 특정 감염병에 집중하고 있다.101) 보건에 대한 국제사회

표 3-2. KOICA 2010-2015 보건중기전략의 체계도
항목
비전

내용
개발도상국 주민의 건강한 삶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주요 사업
대상

여성, 아동

상위 목표
(미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바지

추진 방향

보건의료체계 강화

전략목표

보건의료 인적역량 보건의료 제도적
강화
역량 강화

중점
프로그램

·국가
정책
·의료
양성
·기초
인력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전문인력
보건의료
양성

취약계층, 취약질병 지원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가족계획 보급 및 ·소외 열대질환
·의료보험 및
생식건강 향상
·필수 보건의료
예방 및 관리
재정적 역량 강화
서비스 수요 증진 ·임신 및 출산 관리 ·결핵 관리
·보건의료 정보체계
·기초보건 및
향상
·에이즈, 말라리아
강화
의료전달시스템
·아동 보건 향상
및 기타 전염성
·보건의료 정책
강화
·임산부 및 아동
질병 예방 및
역량 강화
영양 수준 향상
관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ODA 실행

접근 방법

선택과 집중

효과성 증진

파트너십 강화

·국가협력전략(CPS) 중심
프로젝트 지원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비교우위 프로그램 실행

·보건의료 평가(Assessment)
강화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강화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패키지
집중 지원

·참여형 개발협력 구현
·현장 조율화(harmonization)
강화
·국내 보건의료 기반 강화

자료: KOICA(2015a. 9), p. 13.

101) 보건 관련 세부지표는 MDG 1.A(기아로 고통받는 인구 감소), 4.A(5세 미만 아동사망률 감소), 5.A(모성
사망률 감소), 5.B(생식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6.A(HIV/AIDS 감염 중단), 6.B(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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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KOICA의 전체 사업비 대비 보건 분야 사업비도
2011년 11%에서 2014년 17%로 증가하였다.102)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의 경우에는 SDGs의 보편적 건강보

표 3-3. KOICA 2016-2020 보건중기전략의 체계도
항목
비전

내용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주요 사업
대상

아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 난민

상위 목표
(미션)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

전략목표

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보건
서비스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서비스 제공

핵심
프로그램

식수위생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감염병 및 소외 열대질환

주요 활동

· 안정적인 식수 공급
·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보급
· 주민주도형 통합 위생사업
지원
· 위생적인 행동변화 촉진

· 가족계획 상담 및 서비스 교육
· 피임도구 및 서비스 제공
· 조산사 및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력 양성
· 산전/산후 관리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분만
· 소아 영양 및 성장관리
서비스
· 청소년 성인 및 소녀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 소녀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구축

· 소외 열대질환 역학조사
· 소외 열대질환
교육/예방/진단/치료
프로그램 제공
· 말라리아 교육/예방/진단/치료
프로그램 제공
· 결핵 환자 능동적 발견/진단/
치료/생활 지원
·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 지원
· 국가 실험실 체계 강화
· 보건안보 인력 역량 강화

일반
프로그램

영양

백신 및 예방접종

비전염성 질환

주요 활동

· 완전모유수유 권장
· 급성영양실조 예방 및 치료
· 임신부 및 소아
필수미량영양소 공급
· 지역사회 영양공급 프로그램
지원

· 백신냉장관리 시스템(Cold
Chain) 구축
· 예방접종 서비스 역량 강화
· 예방접종 캠페인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전염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접근 방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통합적인 접근

근거 기반 및
성과 중심 사업

혁신적인 접근과
적용

자료: KOICA(2017a. 6), p. 38.
치료제의 보편적 접근성 달성), 6.C(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 감염 사례 중단), 7.C(깨끗한 식수위생 접근성
개선)임.
102) KOICA(2015a. 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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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일차보건의료 강화 기조에 부합하도록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
록 하였다. △ 식수위생 및 영양 △ 모자청소년보건 △ 질병 예방 및 치료라는
전략목표하에 투 트랙(핵심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구
성하였는데 식수위생,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감염병 및 소외 열대질환을 핵
심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영양, 백신 및 예방접종, 비전염성 질환은 일반 프로
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보험이나 공기오염,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등
은 기타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표 3-3 참고).103) 이 중 전체 사업 수의 70%
를 핵심 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세부 목표 수립은 1차 분야별 중기전
략에서 강조한 역량 강화 및 주요 전염성 질환 개선을 기반으로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2020 중기 전략은 근거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강조하고 성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
에 기반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표 3-4. KOICA 2016-2020 보건중기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성과지표

실적지표

전략목표 1: 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비누와 물이 있는 손 씻기 시설 등을
1.1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개선된 위생시설 이용 비율
· 5세 이하 아동 설사 발생률
· 안전하지 않은 물과 비위생적인

·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는 가구/병원/보건소/학교 수(개)
· 위생시설/화장실이 개선된 가구/병원/보건소/학교 수(개)
· 하루 깨끗한 물 20리터를 사용 가능한 사람의 수(명)
· 여성과 아동의 일일 취수시간
· 노상배변 근절(Open Defecation Free) 인증받은 마을
수(개)

시설과 행동에 기인한 사망률

103) KOICA(2017a. 6), p. 38.

110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표 3-4. 계속
프로그램

성과지표

실적지표
· 완전모유수유(생후 6개월 이하)를 받은 아동 수(명)
· 영양결핍(Undernutrition)/발육저하(Stunting)/쇠약증

1.2 아동
영양상태
개선

· 완전모유수유 아동 비율

(Wasting) 치료를 받은 5세 이하 아동 수(명)

· 5세 이하 아동 중 영양결핍/발육저하/ · 보건의료인 영양교육 이수자 수(명)
· 올바른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 수(명)

쇠약증 비율
· 저체중아 출생 비율(<2,500g)

· 적절한 영양섭취 교육을 받은 모성의 수(명)
· 미량영양소 섭취 5세 이하 아동 수(명)
· 철분과 엽산 복용 임산부 수(명)

전략목표 2: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보건 서비스 제공
· 현대적 피임 실천율
·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2.1 올바른
성 인식
함양과 성
생식권 보장

· 합계출산율
· 5세 이하 아동사망률
· 4회 또는 8회 이상 산전관리율
· 전문가에 의한 분만 비율
· 모성사망비

접근성 향상

· 가족계획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명)
· 현대식 피임도구/피임시술 건수(건)
·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등 교육 이수 마을봉사요원(CHW)

· 신생아 사망률

· 산후 2일 이내 산후관리율

2.2 예방접종

· 청소년 성인지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명)

수(명)
· 모자보건 및 산과 역량 강화 교육 이수 보건의료인 수(명)
· 4회 또는 8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 전문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명)
· 출산 후 2일(48시간) 이내 산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아동 비율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아동 수(명)

· 홍역 예방접종률

· Cold chain 구축 보건의료시설 수(개)

· DPT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 역량 강화 교육 이수 보건의료인 수(명)
전략목표 3: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소외 열대질환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3.1 감염병

· 소외 열대질환 발생률/완치율/사망률

예방 및 대응 · 말라리아 발병률/완치율/사망률
역량 강화

· 결핵 발생률/진단율/완치율/사망률

· 말라리아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 결핵 예방/진단/치료/재활 수혜자 수(명)
· 국가실험실의 검사 가능한 병원체 수(개)
· 감염병 검사 기술을 이전받은 실험실 수(개)
·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인력 수(명)
·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 연간 1인 음주량(병)

·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 성인/청소년 흡연자 수(율)
3.2 건강한
생활습관

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30~70세)
· 성인/청소년 고혈압 유병률

함양 및 실천 · 성인/청소년 당뇨 유병률
· 성인/청소년 비만율

· 성인/청소년 운동 실천자 수(율)
· 성인/청소년 평균 일일 소금 섭취량(g)
· 심정지 및 뇌출혈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및 상담자
수(명)
· 비전염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록자 수(명)
·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의 수(명)

자료: KOICA(2017a. 6),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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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 중기전략은 이전 중기전략과 달리 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전략
도 제시하였다. 해당 분야는 식수위생뿐만 아니라 상수도 개발, 농업 관개시설,
수력발전, 수자원 관리, 재해위험 관리 등 물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글로벌 ODA 지원 금액 증가, 물 분야 개발 수요 증가와
SDG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위생 접근성 확보’ 설정 및 SDGs 목표들의 통합
적 연계를 위한 노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 지원 규
모는 200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억 달러 미만이었던 물 분야 지원 규모가 2003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5년에는 6억 달러에 육박하였다.104)
물 분야 전략도 3개의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보건, 에너지ㆍ농촌, 기후변화와
연계할 수 있는 9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5 참고). 보건 분야
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목표는 전략목표 1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으로 ① 식수 및 위생시설 공급 ② 하수, 폐수처리,
해수담수화 시설 등의 수질 시설 구축 및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
③ 인식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
관리를 위해 5개의 주요 성과지표와 9개의 보조 또는 대리지표를 마련하였다
(표 3-6 참고).105)

104) KOICA(2017a. 6), p. 90.
105) 위의 자료,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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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KOICA 2016-2020 물 분야 중기전략 체계도
항목
비전

내용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상위 목표 안정적인 물 공급, 물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
(미션)

기본원칙

접근 방법*

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자립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다양한 재원 연계를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통
합적 서비스 지원

확대
통합 물 관리 및 농업용수
관리를 통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증진

파트너십 강화 및 대한민국
물 관련 사업의 원조 플랫폼
역할 수행
수질 개선 및 오염부하량
감소

전략목표 1: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핵심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구축

프로그램

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향상

· 안전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우물파기, 지하수 관정개
발, 상수도 시설개발, 물
주요 활동

저장탱크 설치, 가정 및
마을 단위 급수시설 구축
· 기초 위생시설인 세면기,
개수대, 화장실 설치 및
하수도 정화시설 구축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등 물 안전·위생 교육제도 및 정책
환경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지원 등 양질의 거버넌스 구
의 지속적인 공급 증대

축으로 관리영역 강화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 위생적인 행동 변화 및 환
위한 하수 재이용 시설,

경 개선을 위한 손 씻기,

폐수처리 시설 및 해수담

노생배변 금지, 배설물 처

수화 시설 구축

리 등의 청결 교육프로그

· 물 환경 및 자원보존을 위

램 지원

한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 · 지속적인 깨끗한 물 공급
서의 수질보전 교육 및 계

을 위한 마을 수질관리위

획 수립 등 역량 강화 프로

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방

그램 지원

안 지원

전략목표 2: 수자원 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핵심
프로그램

수자원 정보시스템 및 물 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
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자 선, 정책지원 및 거버넌스
원 이용 효율성 증대

구축 등 관리 역량 강화

전략목표 3: 물 관련 재해관리를 통한 국가 재해대응 능력 향상
핵심
프로그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인 재해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
프라 구축을 통한 재해대응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
의사결정력 향상

가 재해 위험 저감능력 강화

주: * 접근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명시되어 해당 표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명시함.
자료: KOICA(2017a. 6), p. 93,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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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KOICA 2016-2020 물 분야 전략목표 1의 성과 프레임워크
성과

주요 성과지표

보조지표/대리지표
· 향상된 식수 및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수(명)
· 1시간 이내 안전하고 충분한 식수에 접

1.1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 · 상수시설 보급률(%)
구축을 통해 보편적 접근성 · 개선된 식수 공급 및
을 향상시켰다.

위생시설 수혜자 수(명)

근한 사람 수(명)
· 1일 평균 취수 가능 거리 및 시간(fetching
time) 감소
· 5세 이하 아동의 2주간 설사 발생률(%)
· 노상배변(open defecation)을 시행하는
사람 수(명)

1.2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등 물 환경 관리를 통한 깨
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이

·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 하수처리시설 수혜자

증가하였다.

수(명)

정책지원 등 양질의 거버넌 · 개도국 정부정책 및 제도
화되었다.

폐수처리 관리 등의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
· 마을 또는 가정에 물이 공급된 시간(h)
· 적절한 식수 및 위생환경 관리를 시행

1.3 안전·위생 교육제도 및
스 구축으로 관리 역량이 강

· 안정적 수자원 확보, 물 공급 및 위생,

반영률(%)

하는 사람 수(명)
· 교육이 완료된 주민들의 손 씻기, 처리
된 물 사용 등의 위생청결 행태를 시행
하는 비율(%)

자료: KOICA(2017a. 6), p. 108.

KOICA는 물 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상기 전략목표에 대한 원조의
시급도ㆍ중요도ㆍ효과성을 점수화하여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전략목표를 순차적
으로 나열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 관리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과 주변국 간의 수자원 분쟁이 주요 제약요소이므로 물 공급과 위생,
수자원 관리, 물 관련 재해관리 순으로 사업 비중을 차별화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당면한 과제 및 환경이 다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KOICA
는 국별로 마주하고 있는 물 분야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아프리
카 2기 중점협력국 중 CPS상 물 분야가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식수위생에 대
한 개발수요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수자원 관리와 재해관리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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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국의 수요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7 참고). 예를 들어 에티오피
아의 경우 강우량이 풍부하고 청나일강이 흐르며 해발고도가 해저 50m에서
4,620m까지 분포하고 있어 수력발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나,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물 저장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농업발전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06)

표 3-7. 국별 주요 물 분야 개발 수요
물 공급과 위생
물 공급

위생

가나

가나

모잠비크

모잠비크

세네갈

세네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수자원 관리
물 관리

에너지

농업

재해관리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자료: KOICA(2017a. 6), p. 99.

중기전략에 명시된 보건의료 분야 전략 외에도 KOICA는 2017년에 제정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본 기금
으로 3,277억 원이 조성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질병퇴치사업 지원을 위해 약
3,189억 원을 집행하였다.107) 우리나라는 본 기금을 활용하여 2021~25년까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3,000만 달러 지원, 2019~21년까지 글로벌펀드
(Global Fund)에 1,500만 달러 지원, 2020~22년까지 감염병혁신연합(CEPI)
에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자 계획함으로써 국제보건기구의 활동 지원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108)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방역체계와 대응능력,

106) KOICA(2017a. 6), p. 103.
107) KOICA, 「기금소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
108) 국무조정실(2020. 12),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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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과 같은 열악한 보건환경이 조명되었는데, KOICA는 ‘ABC(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외교부의 Building TRUST 전략과 연계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109)110) 동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적으
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표 3-8 참고). KOICA는 2020년에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개국에 12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그
규모는 약 2억 1,000만 달러 수준이었다.111) ABC 프로그램은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및 의료대상자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기업가 회복 지원 펀드 조성, 수확
용 농기계 보급을 통한 농촌마을 지원, 휴교 학교 원격수업 지원, 실향민 캠프
지원, 현지 중소기업 조달을 통한 도시빈민 지원 등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
으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집단을 지원하였다.

109)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ODA KOREA: Building TRUST
(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 전략을 마련하였다. 동 전략은 선별진
료소, 진단기기 등 코로나19 대응시설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 교육, 지원물품 사용 방법 교육 등의
인력 역량 강화 및 기타 코로나19 ODA 사업 시행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거점
화를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2021년에는 6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AU 산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지원이 중
점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ACDC에서 추진 중인 PACT 이니셔티브(Partnership to Accelerate
COVID-19 Testing) 이행 지원과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지원이 주요 활동으로 명시되었다.
PACT 이니셔티브란 코로나19 진단의 범위를 확장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염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110) 외교부(2020. 6. 29),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추진」; 외교부(2020. 12. 4), 「2021년 외교부 예산 2조 8,409억원 확정」(모든 온라인
보도자료의 검색일: 2021. 6. 2).
111) KOICA, 「ABC 프로그램 추진 실적: 아프리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의 국별 내용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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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ABC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대응(2020~21년)
∙ 국산 진단키트 지원
∙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Action on Fragility

보건기구 협업 기반 치료제ㆍ백신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방역역량 강화(2022~24년)
∙ 진단기술 자체역량 확보지원: 개도국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 치료제ㆍ백신 공급 지원: 글로벌 보건
기구 협업 통한 치료제ㆍ백신 공급

개발 촉진
∙ 취약계층 인도적 수요 긴급지원:
긴급대응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원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보건ㆍ경제ㆍ사회 회복 지원
∙ 감염병 예방사업 형성ㆍ기획 및 추진:

∙ 감염병 예방 교육: 지역주민 온라인
Building Capacity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인식개선ㆍ보건교육

개도국 거버넌스ㆍ정책역량 강화
∙ 감염병 탐지사업 형성ㆍ기획 및 추진:

∙ 감염병 조기탐지 역량 강화: 언택트

인력 개발ㆍ실험실 및 감시체계 역량
강화

방식 의료인 교육
∙ 감염병 신속 대응 기반 조성: 온라인

∙ 감염병 대응사업 형성ㆍ기획 및 추진:
다분야 합동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

기반 코로나19 대응 FAQ 구축

강화
∙ 국내 감염병 대응 경험 연구: 코로나

∙ R&D 융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Comprehensive

19 대응 한국사례 연구 및 공유

한국 경험 프로그램 내재화 도모

Cooperation

∙ 코로나19 극복 세계시민연대 강화:

∙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온라인 기반 세계시민교육 및 홍보

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연대 강화)

∙ 국내 혁신기술 발굴 및 확산: 국내외

∙ 국내 혁신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국내

청년 및 소셜 벤처 혁신기술 지원

혁신기술 기반 감염병 대응 사업 추진

자료: KOICA, 「ABC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

다.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총 지원 규모
나 민관협력 등의 사업 운영 방식 등 전사적 차원의 제도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
기는 하나 지역별, 분야별 전략문건은 공개하지 않아 아프리카 및 보건의료 분
야에 대한 전략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2014년부터는 중기 사업목
록을 개정하여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조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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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및 협조융자를 사업구성에 포함하여 2016년부터 14개국에 대한 ‘중기
(3개년) 국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112) 그간에는 교통과 수자원이 EDCF의
주력 분야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
면서 2021년 초에는 제3차 국가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맥락에 맞춰 ‘Post-코로
나 EDCF 운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활용하여 감
염병에 대한 개도국의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질병관리 체계,
병원 건물, 의료기자재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무상 ODA 시행기관과 협력해
인적자원 개발, 자문, 관리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방식의 ‘종합 지원 패키지’
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여유 차관한도를 설정하여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저금리(0.05%)로 최대 1억 달러까지 즉각 활용
할 수 있고, 재난물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차관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긴급재난 대응차관 제도’도 마련하였다.113) EDCF는 2020년에 이미 본 차관
제도를 통해 에티오피아, 가나 및 탄자니아에 의료기자재를 공급하고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을
제공하였다.114) 그뿐만 아니라 2020년 기준 4억 달러 규모의 보건사업 예산을
2025년까지 1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총 EDCF 예산 중 약 20%를 아
프리카의 중점국가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115)116)

라. 중점협력국별 지원전략(CPS)
본 보고서에서는 2기(2016~20년)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중 중점 지원 분야
에 보건ㆍ식수위생이 포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12) 대외경제협력기금(2016), p. 31.
113) 기획재정부(2021a. 1. 11), pp. 12~13; 기획재정부(2021b. 5), p. 7.
114) 위의 자료, p. 2.
115) 위의 자료, p. 5, p. 7.
116) 2021년 기준 EDCF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거점국가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가나 및 세네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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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탄자니아이며 가나
와 에티오피아, 우간다는 1기에서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반면 세네갈과 탄
자니아는 2기에 새로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

1) 가나
가나의 경우 1기 및 2기 CPS 모두 보건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있는데, 1기
에서는 모자보건과 식수위생에 집중한 반면 2기에서는 기초보건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환경개선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나정부의 5대 우선 예산지출 분야에 모
자보건과 식수위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한국 또한 발전 과정에서 수자원 활
용이나 가족계획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기 CPS의 경우 상수도 시설이나 지역 보건소 건설,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
라 지원과 시설 운영능력 향상 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모자보
건 강화를 위한 (무상)프로그램 지원계획’을 통해 사업설계 단계에서는 대상국
및 지역의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이해관계자 분석, 프로그램 내용 수립, 통계
구축과 기초조사 등 사업 수행 전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실행 계획에서는 보건조직 및 시스템 강화 ⟶ 통합
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및 정착 ⟶ 사업지역 확대 및 후송병원 역량 강화
순으로 사업 전개를 구상하였다.117)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전체적인 지역보건 및 국가 단위의 보건시
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건소 인력
의 역량이나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에
서는 관리ㆍ감독 역량, 보고체계 강화, 국가의료보험체계 강화 등 국가 단위에
서의 보건시스템 구축 및 강화로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성생식보건
서비스 강화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가 추가적으로 강조되었다.118)
117) 관계부처 합동(2011),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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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와 2기 CPS 모두 유ㆍ무상 사업 간의 조화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나, 2기에서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이나 NGO와의 협력 확
대도 주요 이행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기 CPS의 경우 사업의 모니터
링 및 평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위험 매트릭스를 작성해 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했으며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내용을 종
료평가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른 협력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119)

2)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CPS는 에티오피아정부의 빈곤감소전략(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목표 및 단계적 적용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정
부가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보건지표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모성 및 아동 보건 관련 지표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SDGs의
도입으로 보건 관련 지표가 보다 세분화됨에 따라 에티오피아 2기 CPS는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와 보건인력 역량 강화,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전반적인 식수
위생 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세부 방안의 경우 CPS의 특성상
구체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현지 사정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향 제시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인력부터 의료 전문인,
기자재 조달 인력, 보험사 등 모든 분야에서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118) 관계부처 합동(2016. 12), p. 29.
119) 위의 자료,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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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간다
우간다의 경우 2기 CPS에서 보건 분야가 새로운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되었
는데, 이는 우간다의 1차 5개년 중기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이 2014년에 종료되고 2015년부터 2차 5개년 중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 NDP의 주요 목표가 경제성장이었다면 2차 NDP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건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우간다의 2차 CPS에 보건 분야가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NDP에서 산모와 신생아, 아동의 사망률 감소
를 강조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주요 보건 목표로 제
시하고 있어, CPS 또한 모자보건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역보건의료체
계에 종사하는 기초 보건인력의 역량 강화를 세부 지원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우간다의 CPS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우간다의 부정부패 및 원조 집행의 투명성
문제로 기자재 및 재정 조달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였다는 점인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둠으로써 사업 기획 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네갈
세네갈정부는 개발전략(Plan Sénégal Emergent)에서 공공보건 증진과 식
수위생 증진을 위해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모자보건 증진, 지역보건 역량
강화, 농촌지역의 식수 개선, 수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증진” 등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농촌지역에 우선 식수위생 인프라를 구
축하여 취약계층의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자보건을 중심으
로 기초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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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 중 하나로, 타 공
여국들이 이미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협조융자, 바스켓펀드 등의 방식으
로 이들과의 협력을 고려한 보건 및 식수위생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 분야
의 경우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를 위한 정책대화 및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식수위생의 경우 탄자니아정부에서 추진하는 ‘Big Results Now’ 이니셔티
브에서 중점 분야로 2025년까지 농촌 상수도 보급률 90%까지 증대, 도시의
경우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도 식수 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
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 분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
히 수도 지역의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 구축을 구체적인 지
원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규모 및 비중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통계는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의 목적코드 중 120(일반보건), 130(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전체와 140(식수공급 및 위생) 중 보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수자원 및 하천,
폐기물 관련 사업을 제외한 하위 목적코드(14020, 14021, 14030, 14031,
14081)의 합으로 해당 하위 목적코드는 한국에서 시행한 사업의 목적코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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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규모(2011~19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1

미국

43,078.4

6

일본

1,872.4

11

한국

674.00

2

영국

7,085.3

7

네덜란드

1,748.5

12

아일랜드

656.70

3

캐나다

2,894.6

8

스웨덴

1,020.1

13

스위스

590.80

4

독일

2,662.0

9

벨기에

994.5

14

노르웨이

499.10

5

프랑스

2,502.5

10

덴마크

853.9

15

이탈리아

491.40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심으로 선별한 것이다. 해당 조건상 2011년부터 2019년까지 DAC 회원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한 보건의료 분야 ODA는 687억 2,000만 달러 규
모로, 미국이 그중 60% 이상을 차지해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이 지원하였다
(표 3-9 참고).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지원 규모가 전 세계 11위로 총 6억 7,4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그림 3-3 참고). 그중 약 61%에 해당되는 4억 1,391만 달
러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가나, 우간다, 세네갈 5개 중점협력국에 지원되었
다. 이러한 점진적인 증가는 무상원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한
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무상 지원 규모는 2011년 약 1,600
만 달러에서 2019년 약 6,000만 달러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3-4 참고).
반면 유상원조는 단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일반보
건’과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분야에만 지원되었
다(그림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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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DAC 회원국 및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좌측은 한국, 우측은 DAC 회원국에 대한 눈금선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3-4.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유·무상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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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 분야 공여 규모를 보면 탄자니아에 대한 누적 규모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자니아는 2016년에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
음에도 그 이전인 2013년부터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적액이 총
1억 8,600만 달러에 달한다(그림 3-5 참고). 주요 지원 분야는 지역별로 상이
하게 나타났는데,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 CRS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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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120에 해당되는 일반보건 분야가 각각 61%, 69%, 66%로 가장 많은 지원
을 받았으나, 서부 아프리카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CRS 140에 해당되는
식수위생이 각각 61%, 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120) 이는 KOICA의
아프리카 2차 지역협력전략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열
악한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고, 동부 아프리카의 경우 정부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한국의 5개 중점협력국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 비율

그림 3-6. 한국의 5개 중점협력국
분야별 ODA 지원 규모

(단위: %, 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탄자니아

우간다
10
(4,191)

세네갈
5
(1,997)

에티오피아

52.1

12.0

가나

4.9 우간다
탄자니아
45
(18,618)

가나
23
(9,592)

4.6

8.1
15.658.6
12.1

30.1

세네갈

12.5

3.0
28.9
42.3
7.3
122.0

에티오피아
17
(6,993)

120

주: 2011~19년 총 ODA의 비율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30

140

주: 2011~19년 총 ODA의 비율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5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한국의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은
행이 1억 8,800만 달러로 가장 컸는데 이는 차관사업의 특성상 개별 사업 규모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다음으로는 KOICA와 외교부가 각각
120)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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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790만 달러와 4,78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KOFIH) 등의 기타 공여기관은 총 2,94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수출
입은행의 경우 모자보건을 포함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130)에는 지원
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반보건(120)과 식수위생(140)에만 지원하였는데, 식수위
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상 ODA의 경우 일반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KOICA를 제외한 다른 무상
ODA 공여기관들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21)
사업 규모는 백만 달러 미만의 사업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의 사업까지 다
양하였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들은 1,000만 달러 미만의 사업이었다.
KOICA의 경우 2019년에 시작한 ‘에티오피아 SHaPE 2차 사업’과 ‘에티오피
아 통합적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만 1,000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식수위생과
관련된 경우에만 모든 사업이 500만 달러 이상이었다.122) 사업 단위가 아닌
연간 지출 규모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간 지출 규모가 100만 달러 미
만이었다.123) 수출입은행에서 수행한 사업들은 차관사업의 특성상 사업 규모
가 상당히 컸는데, 탄자니아에서 수행한 600병상 규모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
원 건립 사업의 경우 약 5,200만 달러 규모였으며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 규모
는 약 2,700만 달러 규모였다. 다만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의
경우 인프라는 수출입은행이 금융협력을 통해 제공하였으나, 병원의 운영과 역
량 강화 등의 기술적 측면은 KOFIH가 담당하고 봉사단 파견을 통한 인력 역량
강화 등은 KOICA에서 참여하였던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8,000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식수위생 분야에서도 동일한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은행에
서 수행한 사업들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도도마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이 약 5,000만 달러, 가나 북서부 지역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이 약
5,800만 달러 규모로, 이 사업들은 연간 지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수준이었
121)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22) KOICA, 통계조회서비스, 「분야별 국별 세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23)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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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RS 코드에 따른 기관별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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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124) 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연간 지출 금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

나. 원조 형태 및 유형
1) 원조 형태
ODA의 형태는 협력주체에 따라 양자협력, 다자협력 및 다자성 양자(multibi)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할 수 있다. OECD가 정의하는 다자협력이란 공여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개발
목적의 다자기구에 원조자금을 기여하는 것으로 해당 재원이 다자기구의 재원
으로 흡수되어 재원의 활용 결정권이 다자기구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125) 다
자협력의 경우 일차적인 협력주체가 공여국과 다자기구로 국한되지만 양자협
124) Ibid.
125) OECD(200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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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경우 수원국 정부, NGO와 교육ㆍ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을 통한 지원 활
동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여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을 위주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수원국 지정과 금액, 용도 등 자금사
용의 결정권이 공여국에 있는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사업이 증가하고 있
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분야 ODA에서도 다자성 양자사업 규모
는 2012년에 약 11만 달러에서 2017년에 1,162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
다.126) 다자성 양자협력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이 국제기구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에서 정의하는 다자협력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는 양자
협력에 포함된다. 5대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다자성
양자사업이 4,588만 달러 규모로 전체 지원 규모의 11%였다.127) 실시기관은
UNFPA(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와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로 그 규모
는 각각 약 1,000만 달러와 3,600만 달러였다.128) KOICA의 사업 중 멀티바
이 사업의 분야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이
57.4%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장 높고, 2016~21년까지의 누적 비중도
33.5%로 가장 높다(표 3-10 참고).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의 총 멀티바
이 사업 예산 규모가 전체의 48.8%로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보이는데 특히 서
아프리카보다 동아프리카에서 다수의 멀티바이 사업이 수행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만 구분하여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 멀티바이 사업 총 예산의 57.8%가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고 이 중 약 65%가 동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표 3-11
참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건 ODA 사업의
경우 멀티바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6) OECD Statistics,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27) Ibid.
128)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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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KOICA 멀티바이 사업 분야별 사업 규모
(단위: 건, %, 억 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구분

공공행정

교육

사업 수

3

1

(비중)

(30.0%)

예산

34.5

기술환경

농림수산

보건의료

기타

전체

0

2

4

0

10

(10.0%)

(0.0%)

(20.0%)

(40.0%)

(0.0%)

(100.0%)

10.0

0.0

6.0

68.0

0.0

118.5

에너지

(비중)

(29.1%)

(8.4%)

(0.0%)

(5.1%)

(57.4%)

(0.0%)

(100.0%)

사업 수

3

7

0

2

5

0

17

(비중)

(17.6%)

(41.2%)

(0.0%)

(11.8%)

(29.4%)

(0.0%)

(100.0%)

예산

24.42

73

0

16.21

45.93

0

159.56

(비중)

(15.3%)

(45.8%)

(0.0%)

(10.2%)

(28.8%)

(0.0%)

(100.0%)

사업 수

5

9

1

4

8

0

27

(비중)

(18.5%)

(33.3%)

(3.7%)

(14.8%)

(29.6%)

(0.0%)

(100.0%)

예산

43.0

128.6

10.0

33.7

81.0

0.0

296.3

(비중)

(14.5%)

(43.4%)

(3.4%)

(11.4%)

(27.3%)

(0.0%)

(100.0%)

사업 수

4

10

3

7

11

1

36

(비중)

(11.1%)

(27.8%)

(8.3%)

(19.4%)

(30.6%)

(2.8%)

(100.0%)

예산

51.5

164.1

37.7

66.8

140.7

5.0

465.8

(비중)

(11.1%)

(35.2%)

(8.1%)

(14.3%)

(30.2%)

(1.1%)

(100.0%)

사업 수

7

11

4

7

14

1

44

(비중)

(15.9%)

(25.0%)

(9.1%)

(15.9%)

(31.8%)

(2.3%)

(100.0%)

예산

77.5

128.8

76.2

96.8

210.3

25.1

614.8

(비중)

(12.6%)

(21.0%)

(12.4%)

(15.7%)

(34.2%)

(4.1%)

(100.0%)

사업 수

9

12

4

7

17

1

50

(비중)

(18.0%)

(24.0%)

(8.0%)

(14.0%)

(34.0%)

(2.0%)

(100.0%)

예산

90.6

73.7

24.3

107.6

175.8

25.2

497.1

(비중)

(18.2%)

(14.8%)

(4.9%)

(21.6%)

(35.4%)

(5.1%)

(100.0%)

사업 수

31

50

12

29

59

3

184

(비중)

(16.8%)

(27.2%)

(6.5%)

(15.8%)

(32.1%)

(1.6%)

(100.0%)

예산

321.63

578.16

148.14

327.07

721.68

55.32

2152

(비중)

(14.9%)

(26.9%)

(6.9%)

(15.2%)

(33.5%)

(2.6%)

(100.0%)

자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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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KOICA 멀티바이 지역별 비중
(단위: 건, %, 억 원)

분야

공공행정

교육

동남

동

서

서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태평양

사업 수

8

7

2

0

8

6

31

(비중)

(25.8%)

(22.6%)

(6.5%)

(0.0%)

(25.8%)

(19.4%)

(100.0%)

예산

89.54

62.99

25.36

0

98.18

45.56

321.63

구분

중남미

중동
중앙아

전체

(비중)

(27.8%)

(19.6%)

(7.9%)

(0.0%)

(30.5%)

(14.2%)

(100.0%)

사업 수

5

14

18

10

0

3

50

(비중)

(10.0%)

(28.0%)

(36.0%)

(20.0%)

(0.0%)

(6.0%)

(100.0%)

예산

73.34

194.27

169.28

127.07

0

14.2

578.16

(비중)

(12.7%)

(33.6%)

(29.3%)

(22.0%)

(0.0%)

(2.5%)

(100.0%)

사업 수

3

5

1

0

3

0

12

기술환경

(비중)

(25.0%)

(41.7%)

(8.3%)

(0.0%)

(25.0%)

(0.0%)

(100.0%)

에너지

예산

30.53

80.61

2

0

35

0

148.14

농림수산

보건의료

기타

합계

(비중)

(20.6%)

(54.4%)

(1.4%)

(0.0%)

(23.6%)

(0.0%)

(100.0%)

사업 수

3

6

0

7

8

4

28

(비중)

(10.7%)

(21.4%)

(0.0%)

(25.0%)

(28.6%)

(14.3%)

(100.0%)

예산

55.28

42.65

0

118.39

67.11

43.64

327.07

(비중)

(16.9%)

(13.0%)

(0.0%)

(36.2%)

(20.5%)

(13.3%)

(100.0%)

사업 수

15

18

15

7

4

1

60

(비중)

(25.0%)

(30.0%)

(25.0%)

(11.7%)

(6.7%)

(1.7%)

(100.0%)

예산

187.67

271.52

146.04

89.34

25.11

2

721.68

(비중)

(26.0%)

(37.6%)

(20.2%)

(12.4%)

(3.5%)

(0.3%)

(100.0%)

사업 수

0

3

0

0

0

0

3

(비중)

(0.0%)

(100.0%)

(0.0%)

(0.0%)

(0.0%)

(0.0%)

(100.0%)

예산

0

55.32

0

0

0

0

55.32

(비중)

(0.0%)

(100.0%)

(0.0%)

(0.0%)

(0.0%)

(0.0%)

(100.0%)

사업 수

34

53

36

24

23

14

184

(비중)

(18.5%)

(28.8%)

(19.6%)

(13.0%)

(12.5%)

(7.6%)

(100.0%)

예산

436.36

707.36

342.68

334.8

225.4

105.4

2152

(비중)

(20.3%)

(32.9%)

(15.9%)

(15.6%)

(10.5%)

(4.9%)

(100.0%)

자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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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대 중점협력국의 ODA 사업을
실시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79.4%
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 중 공여기관이 실시한 경우가 61.4%, 수원국의 공공
기관이 실시한 경우가 39.6%였다. 그러나 수원국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사업 개
수로 보면 단 3개(가나 및 탄자니아의 상수도 시설 건립사업과 무힘빌리 의과대
학병원 건립 및 기자재 제공 사업)로 모두 수출입은행이 공여기관인 사업이며,
상수도 시설 건립사업의 사업 단위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자
기구를 통한 양자협력사업이 2위로 11.2%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공여국의
NGO가 실시하는 경우가 8.6%,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0.7%였다.129) 분야별로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공여기관
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훨씬 높았으며,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분야는 공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오히려 50% 미만이었고 NGO 및 다자기구에서 실시
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표 3-12 참고). 한 가지 특징은 NGO 및 시
민사회가 실시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전달 채널들은 프로젝트형 사업을 수행한
반면 NGO 및 시민사회는 봉사단 파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130)

표 3-12. 5대 중점협력국 ODA의 전달 채널별 비중
(단위: %)

구분
전달 채널(채널 코드)

일반

인구

식수

120

130

140

공공기관(10000)

75.6

47.4

96.2

NGOㆍ시민사회(20000)

9.5

26.6

1.0

민관협력(PPP)ㆍ네트워크(30000)

0.2

0.3

-

다자기구(40000)

14.2

22.2

2.7

교육ㆍ연구기관(50000)

0.5

3.5

-

주: 코드 140의 경우 14020, 14021, 14030, 14031, 14081 하위코드만 계산에 포함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29)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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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로 살펴봤을 때 우간다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다자기구를 통한 사
업 비중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KOICA가 카라모자 지역에 다자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라모자 지역은 수도로부터 12
시간 떨어진 우간다 내에서도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KOICA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UNFPA와 UNICEF에 자금을 지원하여 ‘소
녀들의 보다 나은 삶’ 프로젝트와 모자보건 증진 및 학교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우간다에서 다자기구를 통해 수행한 ODA는 모두 카라모자 지역
에서 실시되었다. UNFPA와 UNICEF를 통해 카라모자 지역 ODA 사업에 지
원한 규모는 총 1,763만 달러로 우간다의 총 ODA 규모인 4,191만 달러 중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8. 5대 중점협력국의 전달 채널별 ODA 규모 비중(2011~19년)
(단위: %)
100.0
90.0

7.8
7.1

0.3

4.8

80.0

2.3
13.6
8.4

2.6
18.3
0.7

70.0

42.1

60.0

0.7

50.0
40.0

84.8

95.1
75.0

30.7

81.7

30.0
20.0
24.0

10.0
0.0
탄자니아
공공기관

가나
NGO · 시민사회

에티오피아
민관협력 · 네트워크

우간다
다자기구

세네갈
교육 · 연구기관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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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 유형
OECD는 원조 유형을 프로젝트, 연수 및 훈련, 봉사단, 기술협력, 비지정 기
여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을 가
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5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2011~19년에 수행한 보
건의료 관련 사업의 90%가 프로젝트 사업이었다.131) 그 외에 봉사단 및 전문
가 파견이 4%였고 다자기구, NGO 등에 대한 비지정 기여 및 합동기금
(basket funds/pooled funding)이 3%, 연수생 초청사업이 2%, 기타 기술협
력 사업이 1%를 차지하면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에티오피아의 경우 프로젝트가 84%,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이 10%
로 프로젝트 규모가 가장 작았음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0년 한국의
총 형태별 ODA 규모에서 프로젝트가 67.7%인 것을 감안하면 아프리카의 경
우 프로젝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2)
유ㆍ무상 원조 비율을 보면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우간다는 무상원조 비율
이 100%인데 이는 수출입은행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
이며,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수행한 가나 및 탄자니아의 경우 분야별로 유ㆍ무
상 원조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나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북부 지역에 상
수도 시설 건립을 하면서 식수위생 분야에서만 유상원조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탄자니아는 일반보건(120) 및 식수위생(140) 분야에서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립 및 기자재 공급사업’과 ‘도도마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시
행함에 따라 일반보건과 식수위생 분야에서 유상원조의 비율이 각각 64.6%,
98.5%로 나타났다.133)

131) Ibid.
132) 관계부처 합동(2021b. 11. 7), p. 40.
133)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 133

그림 3-9. 5대 중점협력국의 유형별 지원 규모(2011~19년)
(단위: 백만 달러)
170.4
88.1

58.9

37.0

17.8
4.1 4.0

6.5
1.2

탄자니아

1.9

6.8
0.9 1.5

1.1 1.5 0.7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4.6

1.0

가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3.4

0.5 0.0

0.0 1.4 0.8 0.0

우간다
기타 기술협력

세네갈
비지정 기여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 클러스터별 지원 현황 및 국제적 비교
1) 클러스터별 종합 지원 현황
보건의료 분야의 세부 활동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에서 수행한 한국의 ODA 사업을 OECD CRS 목적코드에 따라 유사한 사
업끼리 그룹화하여 ‘일반보건(CRS 코드 12100번대),’ ‘기초보건(CRS 코드
12200번대),’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CRS 코드 130번대)’ 및 ‘식수위생(CRS
코드 140번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134) 보건의료 ODA 사업 규모가 가
장 큰 미국, 영국,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 다자기구인 글로벌펀드 및 한국과 유사
한 보건의료 ODA 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스위스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134) ‘일반보건’은 보건정책, 의학교육 및 연구를 포함하며 ‘기초보건’은 지역 보건시설 및 기자재 구축, 감
염병 및 비감염병 관리, 의료교육, 영양을 포함한다.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에는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외에 HIV/AIDS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보건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제한한 결과 14020, 14021, 14030, 14031, 14081에 해당되는 사업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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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 채널별 클러스터 지원 현황
비교대상 국가 및 기관들이 5대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지원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주 사업 분야는 모자
보건이었으며 스위스와 영국은 기초보건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경우 인구정
책 및 생식보건(모자보건) 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모자보건 관
련 내용이 일반보건 및 기초보건으로 분류된 사업 내에서도 다루어져 대체적으
로 균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림 3-10 참고).

그림 3-10. 주요 국가 및 기관의 클러스터별 원조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
2.5

14.7

19.3
33.8

7.7
52.7

11.1

27.8
76.3
61.7

34.0
44.7
21.0

20.5

한국

0.7
미국
일반보건

8.2
영국
기초보건

45.5
16.0
1.8
글로벌펀드

인구정책 · 시책 및 생식보건

스위스

식수위생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보건 정책, 행정, 의학 연구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일반보건 클러스터에
대해 한국은 공공기관(공여국 정부기관, 수원국 정부기관, 지방정부 등), 시민
사회 및 민관협력을 통해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
장 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
을 통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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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업 시행 규모가 일반보건 분야 총 지원 규모인 1,970만 달러 중 1,159
만 달러로 58.8%를 차지하였다(그림 3-11 참고). 스위스는 평균적으로 매년
5,000만 달러를 개발협력 연구에 지출하고, 개발보건연구위원회(Council on
Health Research for Development)와 세계보건연구포럼(Global Forum for
Health Research) 창립에 참여하는 등 연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135) WHO
도 스위스의 연구 역량을 고려,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에서 스위스와의 연구 협력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136)

그림 3-1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전달 채널별 ‘일반보건’ 클러스터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만 달러, %)
18,040
14.3
6.4

8,728
5.1

8,710

0.1

5.5

8,612
0.4

1,970
0.4

5.1

12.4
2.8
4.6

1.5
58.8

20.0
1.7
7.7
94.9

94.1

1.1

73.5

28.8

49.9

11.0
영국
공공기관

미국
NGO 및 시민사회

한국
민관협력

다자기구

글로벌펀드
교육 및 연구기관

스위스
민간기관

기타

주: 총 지원 규모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상단에 표기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지역단위의 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감염병 및 비감염병 대응, 보건 교
육 및 말라리아ㆍ결핵 치료 등을 포함하는 기초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시민사회와

135)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2020), p. 21; WHO(2013), p. 11.
136) WHO(2013),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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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기구의 비중이 일반보건 클러스터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규모
가 작고 보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펀드는 식수위생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크
지만, 공여국과 달리 공여금을 운용하는 국제기금으로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정부에서 제출하는 사업 요청서에 대한 펀딩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정부)의 수원 비중이 높다. 이러한 수원체계로 인해
글로벌펀드의 경우 통계상 일차적인 수원처는 정부이지만, 사업 요청서를 작성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종합하고 역할을 부여하도록 요
구하고 있어 직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은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137)

그림 3-12.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전달 채널별 ‘기초보건’ 클러스터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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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관협력)

98,315
4.2

14,078

19.7

연구기관)

7,619
0.8 (교육 및

0.2 (민간기관)
1.2 (교육 및

연구기관)

13.7

23.0
9.7

21.0
7.2

12.4

14.8
43.3
8.9

0.3

89.1
67.5

63.8

37.2
33.4
7.3
미국
공공기관

글로벌펀드
NGO 및 시민사회

영국
민관협력

다자기구

한국
교육 및 연구기관

스위스
민간기관

기타

주: 총 지원 규모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상단에 표기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37) Global Fund(2001)를 참고,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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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이 핵심인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
의 경우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주요 사업 시행기관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경우 NGO 및 시민사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스위스는 다양
한 개별 프로젝트 운영보다는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
젝트 지원이나 프로그램 예산 지원의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3-13.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전달 채널별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만 달러, %)
939,447
7.2
7.9
2.9 1.1

254,664

61,136

17.2

17.8
3.6

4,605
3.5

0.3 (기타)
0.3

(다자기구)

22.2

1.2

0.3(민관협력)

14.2
35.2

944

26.6

9.4

82.2

82.7
53.8

45.6

47.4
17.2

미국
공공기관

글로벌펀드
NGO 및 시민사회

민관협력

영국
다자기구

한국
교육 및 연구기관

스위스
민간기관
기타

주: 총 지원 규모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상단에 표기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식수위생 클러스터의 경우 한국은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시행이 절대적이나
미국과 영국, 스위스는 시민사회 및 다자기구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참고). 이는 한국의 경우 EDCF를 통한 상하수도 시설 건립 또는 인
프라 개선 사업이 대다수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평가, 모니터링, 예산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식수위생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펀드의
경우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정
기금이므로 식수위생 분야에서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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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전달 채널별 ‘식수위생’ 클러스터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만 달러, %)
42,545
1.9

0.4
0.3

30,614

13,998

5.3

1.2

24.6

2.4
0.6

1,809

19.2
41.2
13.9

12.6

0.3

0.3
95.9

38.1

32.9

60.2
13.5
23.2
12.1
영국
공공기관

미국
NGO 및 시민사회

민관협력

한국
다자기구

교육 및 연구기관

스위스
민간기관

기타

주: 총 지원 규모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총 지원 규모는 상단에 표기함.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원조 유형별 클러스터 지원 현황138)
모든 국가 및 클러스터에서 프로젝트 형식의 원조 유형이 가장 흔히 사용되
고 있다. OECD에서 정의하는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한, 예산 및 지역 내에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투입, 활동 및 결과물로, 여러 활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프로젝
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139) 또한 한국의 경우 예산지원 유형의 비중
이 일반보건에서 7.4%, 기초보건에서 4.3%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영국과 스위
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은 프로젝트
의 기획과 시행, 평가까지 직접 관리하는 반면 영국과 스위스는 합동기금이나
138) 글로벌펀드의 경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금이므로 프로젝트 유형 외의 다른 형태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39) OECD, DAC Directorate, “DAC and CRS code li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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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클러스터별 원조 유형 지원 현황(2011~19년)
(단위: %)

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프로그램 예산 지원, 섹터 지원 방식으로 사업 운영에는 부분적으로만 참여하
는 특징을 보인다.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일반보건 클러스터에서 프로젝트나 예산지원 외 다른
유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내 연수 및 석사과정 지원이 9.3%,
영국은 기타 기술협력이 38.6%로 프로젝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유형 모두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 및 훈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OECD에서 정의하는 기타 기술협력이란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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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 및 장학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적 지원으로 어학교육, 연구, 문
화 프로그램, 비정기적 회의,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140) 영국의 기
타 기술협력 유형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의학 실험이나 연구의 비중이 높은
데 연구의 형태 또한 단독연구, 수원국과의 공동연구,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연구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141) 한국의 기타 기술협력
연구 사업들은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발전 경험이나 한의학과 연결지어 구성하
는 경우가 많고, 연구 외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
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영국은 모기의 나이가 말라리아 발병률
에 미치는 영향, 피레드로이드 저항성 모기로 감염된 말라리아 예방 연구 등의
과학적 연구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에 대한 OECD의 정의는 기술협력으로 명시된 지원
외에 수원국으로 파견되는 모든 인력 지원으로, OECD 데이터상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봉사단을 제외하면 한국은 보건 교육, 의학 행정 개선 지원, 의료서비
스 등의 전문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142) 연수ㆍ장학사업의 경우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시행하는 이종욱 펠로우십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KOICA에서는 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석사학위 지원을 제공하였다.

140) OECD, DAC Directorate, “DAC and CRS code li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41)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중에서
영국의 5대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 리스트 검토.
142) OECD, DAC Directorate, “DAC and CRS code li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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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가. 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ODA는 그간 여러 전략을 통해 유ㆍ무상의 연
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의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쳤다. 코로나19로 국가
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여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원조코드(CRS)에 맞춰 일반보건(120), 인구정
책ㆍ시책 및 생식보건(130), 식수위생(140) 및 파트너 협력사업으로 평가 대상
을 구분하여 세부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업의 ‘기획’ 단계
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획 단계는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
시함으로써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
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집
중 평가하고자 한다. 기획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획 과정은 목적의 배경이

142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되는 문제 파악과 이를 이상점으로 삼는 목표로 바꾸기 위한 기회요소 및 제약
이 되는 위협요소 파악, 그리고 최적의 수단 도출로 이루어져 있다. ODA 사업
은 ‘기획 ⟶ 운영 ⟶ 평가(성과관리) ⟶ 환류’의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간 개별 사업평가나 메타평가를 통해 ODA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잦
은 인력교체, 예산집행 방식의 변경, 위험 관리 등의 문제가 조명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사무소
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
한 노력은 이루어졌으나, 기획 단계에서 정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계획 또는 이
해관계자와의 공동 점검체계 마련 등의 수단을 통해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예측
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기에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2) 평가의 범위
평가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
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
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50여 개 국내 기관이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과 KOICA는 원조 규모나 사업 수로 봤을
때 유상과 무상원조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있다.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
출입은행의 보건의료 ODA 규모는 1억 8,800만 달러로 한국의 원조기관 중
가장 크나, 유상원조의 경우 원조의 집행이나 관리 등이 무상원조와 상이하고
사업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평가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상원조의 사업 기
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사업 기획 역량, 기관의 대표성, 자료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KOICA 사업으
로 평가 대상을 제한하였다.
제한된 연구기간 내 평가 비용과 평가진의 수, 검토 자료의 범위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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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조 전달 채널이 공공기관 및 다자기구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평가 대상 기
간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인 2011년부터 OECD DAC 데
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2019년까지로 정하였다.143) 또한 여러
형태의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 사업이 규모

표 3-13. 평가 대상 사업 클러스터링
클러스터
구분

일반보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

파트너
협력사업*

OECD
CRS 분류

사업명

사업기간

12110

에티오피아 통합보건 역량 강화사업

2015~20

12191

탄자니아 차니카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2014~19

12230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018~22

12230

탄자니아 도도마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포괄적 응급산과
신생아서비스(CEmONC) 강화사업

2019~23

12250

가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강화사업

2018~21

12281

가나 CHPS 기반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2016~21

13020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2013~17

13020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 강화사업

2015~22

13020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 강화사업

2011~14

13030

에티오피아 인구 생식보건 행동 변화 및 서비스 증진(SHaPE)
2차 사업

2019~23

13081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

2013~18

14030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2015~20

14030

에티오피아 SNNPR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2013~19

14081

에티오피아 통합적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2019~23

12110

탄자니아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

2016~18

12110

탄자니아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 2차 사업

2019~21

14030

우간다 UNICEF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 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사업

2018~23

주: * ‘파트너 협력사업’이란 KOICA에서 주관하되 수원국 정부 또는 다자기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143) OECD는 원조 채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공공기관(10000), NGO 및 시민단체(20000), 민관
협력(30000), 다자기구(40000), 교육 및 연구기관(50000), 민간(60000), 기타(90000). 본 보고서에
서는 1차 집행기관이 공공기관(10000) 또는 다자기구(40000)인 경우로 제한하였는데, 1차 집행기관
이라 함은 수원국에서 원조 기금을 집행할 때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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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사업이나 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 민감 자료로 구분되어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하에 사업 기획 및 착수 단계에서 작성되는 예비조사보고서, 타당
성조사보고서, 기획조사보고서 등 충분한 평가자료가 존재하는 사업을 선별하
였다(표 3-13 참고).

3) 평가 방법
평가는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
성,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항목별로 5점 척도의 평가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였다(부록 2 참고).144) 각 평가항목의 세부 기준은 평가 내용에
별도로 서술하였다. 다만 OECD DAC의 평가항목은 사업이 진행된 후의 ‘평
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획’ 단계에서 고려
해야 하는 요소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향력’ 항목은 제외하
였는데, 이는 원조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지표이지
만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목표와 대상을 넘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잠재
적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원조 경험과 지원 규모가 늘어나
면서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
하였다.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역량 등 다층적인 요소
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시설 건립사업과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사업을 비교할 때
해당 사업들은 비용 효율성 분석부터 연수사업의 범위나 추후 평가지표까지 서
로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

144)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ODA 시행기관의 ODA 정책 및 사업평가 시
DAC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도 이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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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OECD DAC의 원조코드(CRS)에 따
라 일반보건,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으로 클러스터링하고 탐구
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통해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
하여 향후 협력방안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야적 접근이 아닌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사업들을 별도로 클러스터링하여 다자성 양자협력(multi-bi)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평가는 문헌조사와 5인의 보건의료 분야 및 ODA 평가 전문가를 통해 이루
어졌다.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한 사업 내용 및 KOICA의 사업 운영체계에 대
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ㆍ현직 KOICA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9개 평가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자 간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경
우 최종 평가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4) 평가의 한계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수출입은행 등 한국
의 보건의료 ODA 시행기관이 다양한 만큼 기관별 사업 기획체계의 차이점이
나 특징 등을 파악하는 편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는
KOICA만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자료 접근의 한계는 박영호 외(2019) 등의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추후
ODA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관별 활동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보
다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145)
최종 사업 기획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서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KOICA에서 2019년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
아 본 평가에서는 KOICA ODA 도서관 및 사업부서에서 제공한 예비조사보고
서, 기획조사보고서, 실시협의결과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
145) 박영호 외(2019),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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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146) 기획조사보고서는 사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실
시하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로 최종 사업 기획 내용이 기재된 집행계획서와 다
른 경우가 있어 사업의 최종 기획 문건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
나 본 평가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클러스터별 전반적인 기획체계 및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계획서가
없으므로 종료평가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평가 내용
1) 적절성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적절성이란 수원국의 보건 관련 개발정책과 환경,
사업 기획기관의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와 부합하는 정도이다. ODA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정책에 부합하도록 기획하는 것은 ODA의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기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해 왔으며, 한국도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고자 사업 발굴 시 수원국과 논의해 수원국 정부에서 제출한 사
업요청서(PCP)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및 사업 기획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사업
의 적절성은 수원국의 정책 기조뿐 아니라 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혜집단의 필
요 및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역량과도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집단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
으로 받게 되는 2차 수혜ㆍ피해 집단, 사업을 수행할 때 관련된 대상 지역의 이
146) 평가 자료는 KOICA ODA 도서관에 업로드된 자료와 KOICA 동아프리카실 및 서아프리카실을 통
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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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클러스터별 적절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번호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분류

1-1

식수위생

파트너

평가문항
수원국의 중장기 보건의료 분야 개발정책을 고려하였는가?
수원국의(질병발병률, 사망원인, 의료인 수, 의료시설 접근성,

1-2

예방접종 인식 등) 보건환경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조사가 거시적(국가)·미시적(사업대상지)으로 구분되었는가?

1-3

수원국의 개발정책 및 보건
환경과의 부합성

보건환경의 개선 수요 및 개입 분야에 대한 분석이 이해관계자
집단별(1차[정부], 2차[지방정부], 3차[사업대상지 주민], n차)로
이루어졌는가?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impact)와 성과 달성
시기를 구분하여 명시하였는가? 특히 KOICA의 성 주류화 전략에

1-4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KOICA의 ｢아프리카 지역협력전략(2012-2015)｣ 및 ｢보건 분야

1-5

사업 기획기관
개발전략과의 부합성

1-6
1-7

중기전략(2011-2015/2016-2020)｣ 문서의 전략목표와 일치하는가?
KOICA의 1, 2차 ｢보건중기전략｣에 제시된 분야별 성과 및 산출물
지표를 사업설계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는가?

국제사회 개발 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MDGs 및 SDGs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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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 그리고 현지의 정책 결정 및 운영체계를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항목에서 수원국의 보건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
책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지의 보건환경 및 필요도 고려하였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 주류화 여부도 포함하였다.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기관의 전략 및 국제사회 개발
목표와의 부합성 또한 살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업들이 분산되어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관은 지역 또는 분야 차원에서 전략을 제시하는데 KOICA의
경우 2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차원의 지역협력전략과 보건 분야에
대한 중기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로 가장 흔히 언급
되는 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SDGs에서 제시하는 지표가 수원국
의 개발 현황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절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든 클러스터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발정책이나 전략, MDGs 및 SDGs와의 부합 여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업을 기획할 때 수원국의 정책 현황이나 통계자료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이해관
계자의 구분과 필요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처한 보건환경이나 가장 수요가 많은 협력 분
야 등에 대한 분석이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단
계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과지표가 바르게 설
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모자보건사업의 경우 여성이 주 수혜자임에도 여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파트너 협력사업의 경우 KOICA에서 시행하는 사
업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수요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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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그림 3-17. 클러스터별 효율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번호

분류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

파트너

평가문항
투입요소(예산, 전문성, 시간 등)가 성과 및 영향 목표를 달성할 때 동일 맥락

2-1

에서 실현 가능한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최대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
비용 효율성

실시한 경제성 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였는가?)
경제성 분석을 위해 수혜자의 범위(인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2-2
2-3

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실시되었는가? (아닐 경우 수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구성의
적절성

예산 내역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현
지조사 인력 및 조사기간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자료: 저자 작성.

ODA 사업의 효율성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예산 배분, 예산 운영, 재정체계, 조직구조
등이 주요 진단요소로 활용된다. 재정의 집행체계나 조직구조 등은 사업을 운
영할 때 기관 고유의 성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 보고서의 평가 취지인 사업
기획의 효율성 평가와는 거리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예산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의 예산 집행안 중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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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나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청(USAID), 세계보건기
구(WHO) 등은 ODA 사업 기획 시 경제성 평가 내지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DFID의 경우 모든 사업이 정기적으로 적격성심사보고서를 제
출해야 하는데 적격성심사(Value for Money)라는 개념에는 투입요소를 구입
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와 투입요소가 산출물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efficiency) 및 산출물의 중장기적 영향을 분
석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 강조된다.147) USAID는 1990년대 이전부터
프로젝트 구성 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일시적으
로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2011년부터 다시 활용하였다. USAID는 비용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 샘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이전비용을 제외하고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잠재적 수혜그룹의 편익과 비용을
추산하고, 핵심 가정(assumption)이 변할 때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148) WHO는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회원국도 사업을 기획할 때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에 「WHO 비용효과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분석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성분석, 비용편익분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고 이 중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더 효과적
인 방법을 선택하는 비용효과분석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149) 또한
저소득, 중산층 국가들이 보건사업을 수립할 때 비용, 영향, 실행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도록 ‘One Health Tool’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용하
고 있다.150)
147)
148)
149)
150)

KOICA(2017b. 12), pp. 14~15.
위의 자료, p. 15.
위의 자료, pp. 24~25.
위의 자료,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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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되다보니 비용편익분석 등의 경
제성 평가가 흔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연스레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혜
자의 구체적인 인원이나 범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식수위생 클러스터의 경
제성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식수위생 사업의 경우 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OICA에서 발간한 「KOICA 프로젝
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보건의료
사업은 병원 건립 또는 개보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효과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단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내외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사업 관리를 위한 고려
가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 설
정, 사업에 위협 또는 기회가 되는 내외부적 위험요소 파악 및 체계적인 사업관
리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과 지표 설정의 과정은 PDM
(Project Design Matrix)에 담겨 있다. PDM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에 기반을 두는데, 변화이론이란 개입(자원과 활동)의 종류에 따라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성과가 누적되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다는 논리이다. KOICA는 PDM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 어느 범위 및 기한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며, 목표의 달
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마다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도구로 사용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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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클러스터별 효과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

파트너

번호

분류

평가문항

3-1

논리적 근거

사업 기획 시 문제 분석과 목표 분석을 통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는가?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
영하고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예: CT 장비 도입 이

3-2

전 기초선은 CT 촬영 횟수가 아닌 기존 장비(엑스레이) 촬영의 비용, 시간,
질병 발견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 지표를 마련하기

3-3

지표 설정의
적절성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예: 보건인력 역량 강화의 경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 또는 실기 시험 등을 수행하였는가?)
산출물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구성

3-4

하였는가? 해당 주기는 불필요한 사업 변경을 지양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
는가?
사업 종료 시점까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이 가능한 대안 시점을

3-5

명시하였는가?
PDM의 가정(assumption)을 설정할 때 외부요인과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

3-6

수행 역량, 물류, 사업 수행주체의 신용 등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가정(assumption) 변수가 변경될 경우 사업예산, 기간, 내용 등의 변경을 통

3-7

위험관리 계획

해 목표 달성이 기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응대책 또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는
가?
타 공여국/공여기관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 검토를 통해 리스크에 대

3-8

한 검토 및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3-9

위험관리 및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였는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체계가 수립되었는가(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

3-10
사업관리 계획
3-11

식으로, 어떤 주기로)? 보고주기는 정기적이며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배치계획 및 예산을 포함하였
는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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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전 클러스터에 걸쳐 지표 설정이 사업의 성격과 목표
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과지표의 점검 주기와 지표 측정
이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불가능할 경우 대안적인 시점 제시 부분에서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PDM의 개입과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가정(assumption)인데 가
정이 잘못되었거나 예측하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KOICA는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PDM에서 도출된 가정을 기초로 위험관리를 계획하도록 하는데, KOICA 내부
에서조차 ‘위험’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보니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느끼
는 ‘문제’점들을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관리 계획의 편차가
큰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151) 반면 USAID는 2018년부터 전사적 차원의 위험
관리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하고 있다.
OECD는 위험을 “잠재적인 부정적 사건이나 결과의 발생”으로 정의하며 위
험을 외부환경 위험(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등의 상황적 위험), 프로그램
위험(원조의 개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기관 위험(재정
운영의 실패 등 기관 내부의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프레임워크를 원
조 위험 분석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152) 그러나 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 단계
에서 내외부적 위험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KOICA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모자보건) 클러
스터의 경우 위험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예산구성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위험관리 비용은 예산 항목상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비비 내에
서 위험관리 및 대응 비용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위험관리
예산이 배정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프로그램 위험이나 기관 위험과 같이 예측 가
151) KOICA(2014. 12), p. 105; ODA 평가관계자 전문가 간담회(2021. 6. 22, 대한민국 세종).
152) KOICA(2014. 1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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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위험의 경우 충분한 분석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위험관리 항목을 별
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속가능성

그림 3-19. 클러스터별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번호

분류

식수위생

파트너

평가문항
기획조사 조사단의 구성이 분야 전문가, 현지 전문가, 사업수행 전문가

4-1
이해관계자 및
4-2

수혜집단의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수혜집단이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주도의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요원, 보건부 직

4-3

4-5

(KOICA 직원), 현지 이해관계자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기획되었는가?

참여도

4-4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원, 보건예산 담당자 등의 역할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출구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계획이 수립되었
는가?

자료: 저자 작성.

원조의 최종 목표는 원조로부터 졸업하는 것이다. USAID는 이를 이루기 위해
수원국 정부가 현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사업 기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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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계획 집행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자립으로의 여정
(The Journey to Self-reliance)’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USAID는 국
가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을 수립하고 사
업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현지 파트너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현지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현지의 이해관계자가 가장
높을 것이므로, 이들이 사업의 기획, 운영 및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요
소를 사전에 배제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행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현지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들의 사업 참
여 수준, 사업 종료 후 관리체계를 기획 단계에서 고려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사업들은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과정
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많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을 처음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현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업의
시행 과정과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이루고자 했던 성과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제한되면서 영국은 2015년
부터 GNI의 0.7%를 유지하던 ODA 예산을 2021년부터 0.5%로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추정 차액은 약 34억 파운드에 달한다.153) 이와 같이 공여국에서 일
방적으로 원조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KOICA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류’를 평가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료평가나 사후평가에 대한 계획은 사업의 기
획 시점이 아닌 성과 지표가 측정 가능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
도 모든 사업이 아니라 종료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154)
153) “Foreign aid: Who will be hit by the UK government cuts?”(2021.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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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관성

그림 3-20. 클러스터별 일관성 평가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번호

분류

식수위생

파트너

평가문항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사업지역 및 수원국 전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사

5-1
외부적 일관성
5-2
5-3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업을 검토, 분석하였는가?
수원국의 정부 또는 관련 단체가 사업지역 및 수원국 전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사업을 검토, 분석하였는가?

내부적 일관성

KOICA가 해당 국가에서 기수행한,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자료: 저자 작성.

일관성은 2019년에 OECD DAC의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항목으
로 본 평가에서는 수원국 내에서 활동하는 타 공여기관, 수원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KOICA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보고
자 하였다. 타 공여기관의 사업 및 현지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많은 경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KOICA 내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고려는 검토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최근에 KOICA 내부적으로도

154) KOICA(2019. 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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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사업들을 연계하고 프로그램화하기 위해 Country Plan(CP)을 작성하고 있는
데, 본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도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유사사업
검토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상 검토 자료
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추후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는 바
이다.

다. 종합평가
그림 3-21. 클러스터별 평가 종합 결과
(단위: 점)

일반보건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식수위생

파트너

주: 표준편차가 1.0 이상인 항목은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UKAid는 사업이 틀어지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사업 기획 시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사업의 결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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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5) USAID도 마찬가지로 ‘USAID Project Design
Guidance’를 통해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거 기반 기획, 재정적 리스크
분석, 개발사업의 환류 등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과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이란 사업의 내용과 방향, 모니터링 및 사업 종료 후 평가까지의 틀
을 잡는 작업으로, 사업의 성과와 개발 효과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활동, 성과지표 및 사업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 등 사업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그 이후까
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
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항목들을 평
가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하는 사업 대상지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높이고자 하
였는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충분히 파악하였는지 등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
고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원의 다양한 사용방안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인력의 투
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은 타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의 유사사업 검토 및 사
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21]과 같이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효율성과 효
과성,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바스켓 펀드 지원
형식의 ‘탄자니아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 1, 2차 사업’이나 UNICEF와 공동
으로 수행한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사
업’이 속한 파트너 협력사업은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155) UKAid(2019), “Project design: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projec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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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효율성이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높게 평가받았는데
‘탄자니아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 1차 사업’은 아동과 모성사망률의 경제가치
를 추정하는 사업효용성 분석을 시행하여 사업 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연속사업
인 2차 사업에서 탄자니아 국립감사원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156)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의 경우 파트너 협력사업에서
는 현지의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분명한 역할 제시는
USAID나 UKAid 등 주요 원조기관 또한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157) 식수위
생 클러스터의 경우 일관성 측면에서 다른 클러스터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 사업이나 KOICA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
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일반보건이나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는 효율성과 효과
성,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효율성의 경우 파트너 협력
사업과 달리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원조
사업의 경우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으나 1달러를 쓰더라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규
제를 완화하는 등 비용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고민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성의 경우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는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마련이 부진하였으며 사업의 보고나
관리를 위한 체계 또한 미흡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9
년 사이에 KOICA가 일반보건 및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분야에 지출한

156) KOICA(2015b. 3), pp. 60~63; KOICA(2018. 12), p. 58.
157) USAID(2011. 12. 9), p. 6; UKAid(2019), “Project design: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proje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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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규모는 약 1억 2,000만 달러에 달하며 신생아 질환과 하기도 감염 등 해
당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질병들은 아프리카 5대 중점협력국의 주요 사망원인
이자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분야이므로, 기획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나 위험
관리 계획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내에서도 사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
었는데 이러한 편차를 보면, KOICA 내에서 일관된 기획의 절차나 기획조사
시 다루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용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KOICA는 PCP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PCP 체크리스트를 마
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는 만큼 작성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별로 기획 단계에서 구체성이나 고려요소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158)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선별하고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KOICA에 직접 제안하는 정도의 역량
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159) 그뿐만 아니라 KOICA는 「프로젝트 기획ㆍ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 심사, 기획, 모
니터링 및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평가 항
목에 포함된 문제나무나 리스크 매트릭스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러한 방법론을 사업 기획에 적용한 정도는 상기 평가에서 보았다시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업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KOICA의 ‘코트디부아르 UNFPA 여성 누관 치
료 및 예방사업’과 같은 모범 사례 및 기타 원조기관의 기획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기획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KOICA 내에서도 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개인의 역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60)
158) KOICA 관계자 인터뷰(2021. 9. 3, 대한민국 세종).
159) 위의 자료.
16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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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상 아프리카의 중요도와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
고, 코로나19로 인해 개도국에서의 감염병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화되었다. 이런 추세와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
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전략이 사업의 형태 및 유형, 전달 채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격별로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식수위생 분야의 경우 타 국가 대비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많고 인구
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분야의 경우 NGO 및 시민사회, 다자기구, 교육 및 연
구기관 등 다양한 전달 채널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양자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성 양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
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KOICA의 보건의료 사업
평가를 통해 다자기구와의 협력사업이 기획 측면에서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간다의 카라모자 지역과 같이 원조가 필요하지
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전문성이나 지원물품의 공급경로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 또는 현지 NGO를 통한 지원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적
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원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타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협조체계 등을 고
려하여 중점협력국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 채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보건, 교육, 젠더 부문에서 정기적인 개발협력 파트너 그룹(DPG: Development Partner Group)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안 논의의 장이 공동의 예산지원 프로젝트 기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
었다.161)

161) KOICA 관계자 인터뷰(2021. 10. 18, 대한민국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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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기존의 보건 수요 외에도 감염병에 대한 경
각심과 미흡한 대응체계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기존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협력전략은 HIV/AIDS, 결핵 등 전통적인 감염병과 기초보건 체계 및 인
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하
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보
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변수가 기존의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국가 정책의 변
화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
해 미래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수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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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1. 수요 분석 방법론
특정 분야의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질적ㆍ양적 방법들이 연구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수요를 유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
석하는 회귀분석부터 델파이 방법과 같은 질적 분석 방법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용이하게 수요를 판단하고,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보
건 ODA 수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
(목표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아 나무구조 모형(tree-structured model)으로
만들어서 자료 축소 및 설명변수 선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특정 조합이 가지는 효과를 식별함으로써 모수적 모형에
서 어떤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자원
이 제약된 상황에서 ODA 정책을 통해 특정 국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맞춤형 원조 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
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특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
카 국가들의 보건 분야 ODA 수요 분석에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 적당할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방법
이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슈이기 때문
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보건에 대한 국제학술 논문들에 대하여 텍스
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66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가. 분석 방법
먼저 보건 ODA 수요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들을 선정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SDGs의 보건 분야 지표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OECD
DAC의 CRS 코드상의 보건 분야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 ODA는 결
국 SDGs와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OECD DAC의 공여국들이 제공하는 보
건 분야 사업들을 살펴보면 어떤 지표들이 고려되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1. SDGs 및 CRS 코드와 본 연구에서의 보건 ODA 지표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세부 목표

지표

OECD DAC CRS 코드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 3.1.1 산모사망률
◦일반보건
로 산모 사망 비율을 10만 명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 -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출산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 의료교육/훈련
- 의료연구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3.2.1 5세 미만 아동사망률
- 의료서비스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 3.2.2 신생아 사망률
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기초보건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 기초건강보호
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에이즈 감염자의 수
- 기초건강인프라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3.3.2 연간 1,000명당 결핵 - 기초영양
예방 가능한 신생아의 5세 이 (TB) 건수
- 감염병 통제
하 영아사망 종식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 보건 교육
발병 건수
- 말라리아 통제
3.3 2030년까지 AIDS, 결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 - 결핵 통제
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아 발병 건수
- 코로나19 통제
소외질환 등 감염병을 종식시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 보건인력 개발
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 명당 신규 B형간염 감염자 수
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5 소외 열대성 질환에 대
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
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한 조기 사망률을 1/3 감소시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
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본 연구에서의 선정 지표
◦기대수명
◦HIV infection
◦결핵 발병 건수
(1,000명당)
◦DPT 면역률
◦B형간염면역률
◦홍역면역률
◦산모사망률
◦유아사망률
◦말라리아 감염자 수
(1,000명당)
◦사산자 수(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훈련된 보건요원에 의해
간호되는 신생아 비율
◦신생아에 대한 산후 간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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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SDGs 세부 목표와 지표
세부 목표

지표

OECD DAC CRS 코드

본 연구에서의 선정 지표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장범위
및 치료 강화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
어진 회계연도 안에 소비하는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 사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L)으로
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
건수를 절반으로 감소
용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
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
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
획을 필요로 하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출산율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
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
과적이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
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
편적인 보건서비스 달성

3.8.1 일반 대중과 혜택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
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감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
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
을 포함하는 추적 개입을 기초
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 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
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비스 범위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 3.8.2 인구 1,000명당 건강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보험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
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
기본협약 이행 강화
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로 인한 사망률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 의한 사망률
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상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
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 대별 현황
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당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특 있는 인구의 비율
히 모두를 위해 의약품 제공
3.b.2 의학 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 순투자
국과 도서국가에서 보건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및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3.d.1 국제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
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
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 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 및 OECD, DAC Statistics 분류표(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6. 9)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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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s와 OECD DAC의 CRS 코드상 보건 관
련 분류체계를 감안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보건 ODA 수요 분석을 위하여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4-2. ODA 보건 수요 분석을 위해 선정된 지표
지표명

지표 설명

자료 출처

기대수명

국민들의 기대수명

The Global Economy

HIV 감염률

HIV에 감염된 15~49세 사람들의 비율

The Global Economy

결핵 발병 건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

The Global Economy

DPT 면역률

12~23개월 어린이의 DPT 접종률

The Global Economy

B형간염 면역률

12~23개월 어린이의 B형간염 접종률

The Global Economy

홍역 면역률

12~23개월 어린이의 홍역백신 접종률

The Global Economy

산모사망률

영아사망률

산모의 임신 중, 출산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신생아 1,000
명당)

African Health Stats

African Health Stats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환자 수

African Health Stats

사산자 수

1,000명의 출생아 중 사망자 수

African Health Stats

훈련된 보건요원에
의해 간호되는 신생아
비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자 수 비율
(1,000명당)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사, 간호사, 산모도
우미 등)에 의해 출산되는 어린이 비율

신생아에 대한 산후

태어난 지 2일 이내에 보건 전문가로부

간호 비율

터 건강 체크를 받은 신생아 비율

1인당 GDP

1인당 GDP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자료 발표 기준으로
2019년 자료임

말라리아 감염자 수

신생아 사망률

비고

African Health Stats

African Health Stats

African Health Stats
The Global

◦1인당 GDP와 국가

Competitiveness

경쟁력은 참고로

Report 2019

제시

자료: The Global Economy; African Health Stats; World Economic Forum(2021. 12. 16),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pecial Edition 2020: How Countries are Performing on the Road to Recovery”(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6. 9)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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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55개 국가들에 대한 기초통
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프리카의 1인당
평균 GDP는 2,624달러이며 기대수명은 약 64세로 나타난다. 말라리아 및
HIV/AIDS 발병률은 각각 17%와 4.3%로 나타나고 있으며 DPT, 홍역, B형간
염에 대한 면역률도 각기 8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개선할 여지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은 약 24%로 매우 높으며 훈련된

표 4-3. 변수들의 기초통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국가경쟁력

36

35.10

1인당 GDP(달러)

52

261.25

기대수명(세)

53

52.81

76.69

63.8791

5.97729

HIV 감염률(%)

51

.1

27.7

4.325

6.4721

결핵 발병 건수

53

12.00

677.00

208.4906

166.67790

DPT 면역률(%)

53

25

99

82.30

17.048

B형간염 면역률(%)

53

25

99

82.34

17.065

홍역 면역률(%)

53

30

99

80.30

17.158

산모사망률(%)

53

37

1140

399.11

263.199

영아사망률(%)

53

10

85

43.00

18.631

말라리아 감염자 수(1,000명당)

46

.00

506.00

172.2585

147.99054

사산율

51

8.80

43.00

22.9216

8.43240

신생아 사망률(%)

50

6.5

42.0

24.050

8.8810

51

9

100

69.10

22.646

37

0

98

36.24

27.257

훈련된 보건요원에 의해
간호되는 신생아 비율(%)
신생아에 대한 산후간호 비율

64.30

48.3056

표준편차
7.33317

17,448.27 2,623.6829 3,212.01887

주: 55개 국가 중 많은 나라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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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에 의해 출생하는 신생아 비율도 69% 수준이어서 특히 모자성생식 보건
과 관련된 분야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후
신생아 간호 비율도 36%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다.

2)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위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은 SDGs와 OECD DAC CRS 코드상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비교를 위한 의미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교하고 분류하여 국가별 차별성 있는 보건 ODA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분류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많은 독립변수들은 기대
수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한 국가의 보건 상태는 결국 기대수명의 연장으
로 이어지며, 기대수명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1

그림 4-1. 기대수명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단위: 점, 세)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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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GDP와도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림 4-1]과 [그림 4-2]는 기대수명
이 국가경쟁력과 1인당 GDP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
대수명과 국가경쟁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이 강할수
록 기대수명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대수명과 GDP도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기대수명과 1인당 GDP의 관계
(단위: 달러, 세)

자료: 저자 계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을 종속변수로 하고 12개 독립변수를 갖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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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터미널 노드 수는 모두 7개로 나타나고 있다.

주: 2012~16년 총지출 합계, 2016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3.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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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굵은 점선으로 표시한 네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사망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OECD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4.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일부 확대)

[표 4-4]는 각 노드에 포함되는 국가 수와 비중을 보여준다. 의사결정나무에
서 각 노드의 분류 기준은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드 1에서는 영아사망률이 28% 이하일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10개국이 포함되었다. 해당 집단은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약 73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소득 등 경제지표도 높을 것이다.
이렇듯이 의사결정나무에서는 학습을 통해 아프리카 55개국을 7개 집단으로
구분했으며 집단별 평균 수명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표 4-4. 노드의 수 및 평균
노드에 대한 이득 요약

노드

N

1

10

퍼센트

평균
18.9%

73.3090

9

4

7.5%

65.1250

5

17

32.1%

64.8153

11

6

11.3%

61.6183

12

4

7.5%

59.1200

7

7

13.2%

58.7786

8

5

9.4%

54.5000

주: 성장방법: CRT, 종속변수: 기대수명.
자료: 저자 계산.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12개 변수 중에서 가장 큰 중요도를
가지는 변수는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로 나타난다. 이 영아사망률과 산
모사망률이 기대수명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 측면에서 20을 상회하는 다른 변수는 신생아 사망률, DPT 면
역률, 그리고 B형간염 면역률이다. 뒤를 이어 홍역 면역률이 중요하다고 학습
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 국가의 평균 수명을 결정하는 데에 모자성생식 보건,
예방접종 2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곧 1인당 소득 등 각종 경제변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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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독립변수들의 중요도
노드에 대한 이득 요약

노드

중요도

정규화 중요도

- 영아사망률

29.839

100.0%

- 산모사망률

26.553

89.0%

- 신생아 사망률

23.466

78.6%

- DPT 면역률

20.135

67.5%

- B형간염 면역률

20.135

67.5%

- 홍역 면역률

18.503

62.0%

- 훈련된 보건요원에 의해 간호되는 신생아 비율

14.638

49.1%

- 말라리아 감염자 수

14.403

48.3%

- 사산율

11.546

38.7%

- 결핵 발생 건수

10.683

35.8%

- HIV 감염률

6.804

22.8%

- 신생아에 대한 산후간호 비율

4.973

16.7%

주: 성장방법: CRT, 종속변수: 기대수명.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5. 독립변수들의 중요도(그래프)
(단위: %)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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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보건 ODA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보건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으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이다.
영아사망률은 신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어린이 수를 의미한다.
산모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출산 중이나 출산 후 사망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보건 ODA 사업 선정 시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를 중심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영아사망률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단위: %)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6]은 영아사망률과 국가경쟁력 점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영아사
망률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영아사망률은
기대수명과도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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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의 관계
(단위: %)

자료: 저자 계산.

위의 노드별 국가들을 분류하여 보면 [표 4-6]과 같다. 전체 7개로 분류된 노
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3기 중점협력대상국 7개 국가는 1과 5 노드에 분포되
어 있는바, 기대수명 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노드 1에 분류된 국가들은 보건의료 관련 지표가 대체로 발달되어 있으며
여기에 르완다,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르완다, 이집트와의 보건의료 협
력은 본 연구에 포함된 다른 5개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
아)과 차별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노드 5에 포함된 중점협력국 5개국은 아프리카 내에서는 보건의료 환
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아직까지도 보건의료 지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5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가봉 등이며 추후 우리나라와 노
드 5에 포함된 국가 간에 보건의료 양자협력이 이뤄진다면 중점협력국 5개국
대상 전략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드 7과 노드 8에 포함된 국가들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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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국가들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프
리카 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 고려해야 할 국가군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6. 의사결정나무에 의한 국가 분류와 집단별 특징
노드

해당 국가

번호

중점협력국가

주요 특징

알제리, 카보베르데, 이집트,
1

리비아, 모리셔스, 모로코,

(73세)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르완다, 이집트

영아사망자 수(인구 1,000명당)가 28명보다
낮은 국가 그룹

세이셸, 튀니지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으나
9

코모로, 지부티, 모리타니,

56.5명보다 같거나 낮고, 다시 40.5명보다

(65세)

수단

높으나 말라리아 환자 수가 56명(인구
1,000명당)보다 낮은 국가 그룹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5
(64세)

가봉, 감비아, 가나, 케냐,

가나,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탄자니아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고, 40.5명보다
낮은 국가 그룹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으나
56.5명보다 같거나 낮고, 다시 40.5명보다
11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높으나 말라리아 환자 수가 56명(인구

(61세)

라이베리아, 니제르, 토고

1,000명당)보다 높고, HIV 감염자 수(HIV에
감염된 15~49세 인구) 비율이 2.5명보다
낮은 국가 그룹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으나
56.5명보다 같거나 낮고, 다시 40.5명보다

12

카메룬,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높으나 말라리아 환자 수가 56명(인구

(59세)

스와질란드

1,000명당)보다 높고, HIV 감염자 수(HIV에
감염된 15~49세 인구) 비율이 2.5명보다
높은 국가 그룹

7

베냉,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58세)

기니, 코트디부아르, 레소토, 말리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54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으면서, 다시
56.5명보다 높고, 산모사망자 수가
723명보다 (인구 10만 명당) 낮은 국가 그룹
영아사망자 수가 28명보다 높으면서, 다시
56.5명보다 높고, 산모사망자 수가
723명보다 (인구 10만 명당) 높은 국가 그룹

주: [그림 4-3]의 분류 결과를 정리하였음.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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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보
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간단한 지표
로는 영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면서도 유용하다.
보건지표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 국가
분류를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 고민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 영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을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면서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
라의 중점협력국가인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 기대
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28% 정도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
보다는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점협력국가들의 영아사망률을 낮
추기 위한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을 실시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노드 8에 속
하는 국가들의 경우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그룹은 영아사망
자 수가 56.5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723보다 (인구 10만 명당) 많은 국가
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사업
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가. 분석 방법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방법은 비정형 자료
(unstructured data)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이나 관계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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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간의 패턴이나 특성을 통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
는 방법이다.162) 이 방법은 기존의 설문지나 면담 같은 분석 방법으로부터 얻
기 어려운 시사점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보건 분야에서의 ODA 문제는 어제오
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슈로 제기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분석했을 때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학술지에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학술지에서 아프리
카의 보건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들이 주로 어떤 보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건 ODA 수요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 대상은 국제적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가 관리
하는 145종의 국제학술지이며, 추출 방법은 논문 제목에 ‘Africa’와 ‘health’
가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석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NetMiner 4.4 프로그램이 SPRINGER 출
판사 저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SPRINGER는
저명한 출판사로서 이곳에서 관리하는 학술지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 분석 결과
논문 제목에 아프리카와 health가 들어 있는 논문은 모두 973개, 단어 수는
9,850개, 논문 저자 수는 3,663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약한 단어들을 정돈한 후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162) 곽기영(2017); 김용학(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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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아프리카 보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자료: 저자 작성.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는 health로
4,597회 나타나며, 그다음은 Africa로 1,192회 나타난다.

표 4-7. 발생 단어들의 빈도 등 기초 통계
구분

1

2

3

4

품사

빈도

단어길이

타입

5
Author
Keyword

1

health

“보통 명사”

4,597.0

6.0

“-”

“False”

2

Africa

“고유 명사”

1,192.0

6.0

지명

“False”

3

care

“보통 명사”

1,177.0

4.0

“-”

“False”

4

South Africa

“고유 명사”

1,068,0

12.0

지명

“False”

5

service

“보통 명사”

98,0

7.0

“-”

“False”

6

system

“보통 명사”

739.0

6.0

“-”

“False”

7

HIV

“고유 명사”

6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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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표 4-7. 계속
1

2

3

4

5

8

구분
policy

“보통 명사”

604.0

6.0

“-”

“False”

9

intervention

“보통 명사”

560.0

12.0

“-”

“False”

10

child

“보통 명사”

546.0

5.0

“-”

“False”

11

woman

“보통 명사”

539.0

5.0

“-”

“False”

12

community

“보통 명사”

472.0

9.0

“-”

“False”

13

disease

“보통 명사”

413.0

7.0

“-”

“False”

14

risk

“보통 명사”

397.0

4.0

“-”

“False”

15

factor

“보통 명사”

397.0

6.0

“-”

“False”

16

level

“보통 명사”

393.0

5.0

“-”

“False”

17

need

“보통 명사”

382.0

4.0

“-”

“False”

18

patient

“보통 명사”

370.0

7.0

“-”

“False”

19

facility

“보통 명사”

370.0

8.0

“-”

“False”

20

worker

“보통 명사”

359.0

6.0

“-”

“False”

21

development

“보통 명사”

348.0

11.0

“-”

“False”

22

population

“보통 명사”

346.0

10.0

“-”

“False”

23

outcome

“보통 명사”

345.0

7.0

“-”

“False”

24

use

“보통 명사”

340.0

3.0

“-”

“False”

25

programme

“보통 명사”

338.0

9.0

“-”

“False”

26

access

“보통 명사”

327.0

6.0

“-”

“False”

27

quality

“보통 명사”

315.0

7.0

“-”

“False”

28

impact

“보통 명사”

291.0

6.0

“-”

“False”

29

treatment

“보통 명사”

286.0

9.0

“-”

“False”

30

evidence

“보통 명사”

283.0

8.0

“-”

“False”

자료: 저자 작성.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빈도를 26회 이상으로 한정하여 모두 493개 단어
로 축소한 뒤 토픽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 8개 토픽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토
픽들은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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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보건 ODA 관련 주요 토픽

주: 1) 각 링크에는 해당 토픽과 노드의 연결강도가 표시되어 있음.
주: 2) 일부 키워드는 복수의 토픽에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9]의 각 토픽을 개별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토픽 1은 시설
(facility), 공급자(provider), 헬스케어(healthcare), 비용(cost), 장벽(barrier),
병원(hospital), 환자(pati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토픽 1은 facility
와의 연결강도가 0.0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건시설
을 중심으로 한 환자들의 보건관리와 관련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국
가들에서 병원시설의 제약조건들을 의미하는바, 병원시설에 대한 공급 필요성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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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토픽 1: 병원시설 공급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그림 4-11]은 토픽 2의 구성 키워드들을 보여준다. 토픽 2는 정책
(policy), 프레임워크(framework), 자원(resource), 실행(implementation),
품질(quality), 기술(technology), 지역(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연
결강도가 높은 키워드는 resource이며 그다음이 framework, policy 등의 순
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보건 자원관리, 정책집행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보
건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2]의 토픽 3은 에이즈(HIV), 결핵(TB), 여성(woman), 충실도(adherence),163) 치료(treatment), ART, 환자(pati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HIV
가 0.121로 연결강도가 가장 높다. 즉 이는 HIV, 결핵(TB: Tuberculosis) 같
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관리 등 치료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63)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 및 지침 권고에 따라 투약,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정 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
하는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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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토픽 2: 보건 거버넌스(자원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주: 보건 거버넌스 중에서도 자원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됨. 토픽 5 보건 거버넌스(정책역량)와 구분하기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2. 토픽 3: 감염병 치료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3]의 토픽 4는 가구(household), 불평등(inequality), 소득(income),
지출(expenditure), 보험(insurance), 지표(indicator), 상태(status)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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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토픽 4: 보건서비스의 불균형 시정

자료: 저자 작성.

있다. 이는 주민 세대별 보건서비스의 불균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4]의 토픽 5는 정책(policy), 절차(process), 역량(capacity), 권리
(right), 이슈(issue), 전략(strategy), 실행(implemen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토픽 2와 내용적으로 중첩된다. 즉 토픽 5 역시 보건 거버넌스와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0.0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capacity로 0.028의
강도로 토픽 5에 연결되어 있다. 이 역시 보건정책 역량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보건 거버넌스(정책역량) 토픽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픽 2와는 중첩되나 강조
점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5]의 토픽 6은 아동(child), 모성(mother), 사망률(mortality), 여
성(woman), 소아청소년(adolescent), 연령(age), 출생(birth)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에서 child와 토픽 6의 연결강도는 0.099, woman은 0.078 등
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되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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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토픽 5: 보건 거버넌스(정책역량) 강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5. 토픽 6: 산모/아동사망률

주: 보건 거버넌스 중에서도 자원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됨. 토픽 5 보건 거버넌스(정책역량)와 구분하기로 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6]의 토픽 7은 위험(risk), 이용(use), 유병률(prevalence), 당뇨병
(diabetes), 말라리아(malaria), 영향(impact), 물(water)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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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보건위험의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서부터 당뇨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6. 토픽 7: 보건위험의 상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7. 토픽 8: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및 훈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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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픽 8은 지역사회(community), 프로그램(programme), 인
력(worker), 훈련(training), 지역사회 보건인력(CHWs), 지역(district), 품질
(qua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그램과 보건 전문
가 훈련에 관련된 토픽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시사점
아프리카의 보건 분야에 관한 7개의 토픽164)은 향후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아프리카 보건 ODA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
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산모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예방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
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물 분야에 대
한 수요 발생은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는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주로 지역단위 병원에서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는 보건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수요이다. 건강관리에 관련된 예산

164) 토픽 2와 토픽 5는 모두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관한 토픽이므로 거버넌스 토픽과 나머지 6개 토픽을
더해서 7개 토픽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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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
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
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향후 보건 ODA 수요를 두 가지 다소 상이한 방
법을 활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보
건 ODA 수요 변화를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
아프리카의 보건 ODA에서 앞으로도 예상되는 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우리나라가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둘째, HIV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셋째는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예방과 해소책이 필요하다. 넷째는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에
대한 수요이다. 다섯째는 간호사 등 보건인력의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
다. 여섯째, 개인 단위보다도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에 관련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보건 분야의 제도 형성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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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개선 수요라고 할 수 있다.

나. 국가 유형별 보건 ODA 수요
이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끌어낸 보건 ODA 수요와 관련된
다. 첫째, 보건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아울러 지표들은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
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인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신생아 1,000명당 28명 이하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는 약 9세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점협력국가들에 대하여 영아사망률을 낮
추기 위한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아프리카 국
가들을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의하여 구분할 때 가장 기대수명 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있는 국가 그룹의 경우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
당 723명보다 많은 국가라는 특징을 가진다. 비단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
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가들의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보건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다.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ODA 수요 요약
위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ODA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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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ODA 수요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
감소 분야

o 이는 가장 중요한 보건 분야의 지표로서 아프리카의
모든 중점협력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배분되어야 함
o 국경없는의사회 및 국제 에이즈학회 등에서도 HIV

HIV 예방책 관련 수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
o 이러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

세부영역별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

o 연간 34만 명의 어린이가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 및
수인성 병으로 사망

보건 ODA
수요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에 대한
수요

o 이전보다 중요성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중요 질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간호사 등 보건인력의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수요
개인 단위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과 관련된 수요

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보건의료의 인적역량 강화를 강조
o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 강조

보건 분야의 제도 형성 및 제도 개선과 o 보건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거버넌스가 가장
관련된 거버넌스 개선 수요

중요시됨
o 중점협력대상국
o 영아사망자 수(인구 1,000명당)가 28명보다 적은 국가

르완다, 이집트

국가 유형별
보건 ODA
수요

그룹
o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질적으로 향상된 보건
사업이 필요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o 중점협력대상국
o 영아사망자 수(인구 1,000명당)가 28명보다 많고,
40.5명보다 적은 국가 그룹
o 아직도 영아사망률 감소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o 중점협력대상국은 아니지만 보건 분야에서 최악의 상태에

기타 국가들(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있는 국가들
o 장기적으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주: 2021~25년 중점협력국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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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본 장에서는 제2장~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협력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 5개국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특성상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이
5개국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 장에서 제시하는 전
략이 중점협력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5개국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반에 걸쳐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보건의료
현황,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보건의료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가.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인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그리
고 탄자니아의 보건의료 환경 및 개발협력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아직까지 보건의료 부문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공
통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지표에서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통적인 질병뿐
만 아니라 신생아 질환, 설사 등의 수인성 질환 등이 아프리카의 주요 사망원인
이다. 최근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는 교통사고와 외상이, 가나와 세네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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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뇌졸중 등 선진국형 질환이 주요한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모성사망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점협
력국 5개국 중 가나의 경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률이 다른 4개국에 비해 상당
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문
제점이 노출되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응체계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 전략이 지방정부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165)
이러한 평가가 이뤄진 배경에는 도농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분절화, 보건소 의
료인력 및 물품 부족, 보건소 1개소가 진료하는 환자 수가 과다한 점 등이 원인
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의료 거버넌스 지표인 IHR 지수에서도 드러
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중앙정부 보건의료 전략의
신속한 전달 및 시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은 개인ㆍ집단ㆍ기관 사이의 정보ㆍ의견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으
로 정의되는데 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166) 특히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
리나라의 질병관리청 등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기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증거 기반의 정보 제공
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중의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165) 에티오피아 짐마대학교 보건대학원 관계자 인터뷰(2021. 4. 20, 대한민국 세종).
166) Hyland-Wood et al.(2021) 재인용.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 197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67) 이런 차원에서 고려하면 중점협력국의 지역단위 보
건의료 시스템 및 보건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역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
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접근성, 건
강한 삶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접적인 원
인으로는 보건의료 예산 부족, 보건의료 행정체계의 미비, 농촌 격지 보건의료
시설 부족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서비스 접
근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발표된 WHO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34%의 국가에서 절반 이상의 필수 의료서비스가 붕괴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는
데 여기에 우간다, 가나 등을 포함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8) WHO의 설문에 응답한 아프리카 40개국의 일

그림 5-1.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보건의료 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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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야별 보건의료 서비스 붕괴 비율은 [부록 3] 참고.
자료: WHO(2021), p. 17.
167) Jetten et al.(2020); Levy(2020. 5. 15), “Coronavirus: how times of crisis reveal our emotional
connection with strang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6).
168) WH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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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비율은 평균 약 44%이며 미주 대륙과 함께 가장 붕괴
비율이 높은 대륙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 참고). 그중에서도 특히 붕괴 비
율이 높은 필수 의료서비스 분야는 소외 열대질병(NTD) 분야로, 전체 응답국
가 109개 중 44%의 국가가 소외 열대질병 분야가 코로나19로 영향을 크게 받
았다고 응답했다(부록 그림 3-6 참고). 또한 19%의 국가는 소외 열대질병 서비
스의 50% 이상이 붕괴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라 필수 의료서
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보건, 감염병, 필수 예방
접종 서비스 등의 경우 그 정도는 덜하나 35%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서비스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백신, 의약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높은 의료비로 인해 특히 빈곤층의 의
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무료 접종 혜택이 없어
지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백신 및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한 주요 백
신 및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
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의약품제조계획(PMPA)의 실행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필수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이 모이
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의 보건의료 수요(예를 들어 현지 매체를 통해 본 수요,
각국의 사망률 및 질병부담)와 실제 국제개발협력사업 간의 괴리가 다소 발생
하고 있다. 제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에이즈, 아동, 여성 등 전통적인 관심 외에도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즉 보건의료 인력 양성, 지역사회의 역할, 보건의료 정책 등
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으며 이 같은 경향은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여국의
질병 중심 원조 접근법과는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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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개발, 훈련, 서비스의 전달, 관리 역량, 보건의료 자원 등에 대해서도 수요
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보건의료 체계,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 수준에서 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국 중앙정부 혹은 공여기관 차원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보건의
료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서비스 전달 효율성 제고, 관
리 역량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보의 수
집 및 관리가 중요하다. Hyland-Wood et al.(2021)은 지역 내 대표성을 가지
고 집단의 구성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수요, 주요 질병 현황, 취약계층 분포, 보
건의료 주요 위협요인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원조사업 수행 시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수원국 지역
의 보건의료 수요, 취약집단, 보건의료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중점협력국 5개국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구성할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클러스터 간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원조사업 기획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분야 간 점수가 차이를 보였다. 비록 사업 기획에 한정해서 평가
를 하였으나, 사업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사업의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했
을 때 식수위생 분야에 비해 일반보건이나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분야가 기획
단계에서 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획 단계를 살펴봤을 때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분야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었
으므로 우리나라의 성생식모자보건사업 기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
요가 있다. 예컨대 특히 성생식모자보건사업의 경우 거시적 협력정책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세부 분야별 수원국의 환경, 정책과 같은 수요 파
악이 사업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반보건 분야의 경우에
도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이 각 중점협력국의 거시적 보건의료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지, 또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에 대한 정보관리 및 위험관리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에 대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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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사업은 아직까지 관련 체계가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수행 시에 수집되는 국가 및 분야별 현지 정보의 관리가 잘 이
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 수원국만의 보건의료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계획 시 자료 조사를 새롭게 해야 한
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분야 전문가의 경우 특정 수원국의 보건의료 체계나 사
업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조사 혹은 사업
형성조사만으로는 수원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의 수요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원국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체적인 프로젝
트 운영 거버넌스, 수원국 사업 수행 조직, 관련 지식을 가진 수원국 전문가, 병
원 건설, 기자재 관리 및 사후관리 대책, 의약품 관리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
해 사업 개시 전 사전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실행단계에서 위험관리 방안 및 후속조치에 대해 적극적으
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후 사업에서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및 기획조사 템플릿 개선,
위험관리 계획 및 대응 전담 인력 배치, 위험 분류별 담당자 배정, 수원국 및 분
야에 대한 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추후 사업 시에 공유할 수 있는 플
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169) 국제사회에서도 센다이 프레임
워크,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 등을 통
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전략 중 하나로서 재무 및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위
험관리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70) USAID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
로 물품 위험(Product risk), 국가 위험(Country risk), 프로젝트 위험(Pro169) 김아론 외(2014).
170) U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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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t risk) 등 3가지로 잠재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있다.171) 여기서 물품 위험이
란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도난, 사기, 품질 이슈, 제조 및 공급 이슈, 화재ㆍ홍
수 등으로 인한 분실, 원료의 희소성 등으로 정의된다. 국가위험은 정치적 불안
정, 부정부패, 제도적 미비 등으로 정의되며, 프로젝트 위험은 프로젝트 수행업
체,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성과 미비 등이다.

표 5-1. 보건의료 사업에서의 위험요인
분류

소분류

위험요인
-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 정치 환경의 급변/분쟁

사업 환경
외부환경

- 현지 환율 변동
- 전기, 수도 등의 미비 혹은 단전ㆍ단수 발생
- 현지에서 조달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품질 문제
- 감염병 등의 발생

외부 규제(규제 위반)
인력 안전

- 특정 의약품 및 물품에 대한 현지 정부의 규제
- 국내 조달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현지 용품간 범용성 문제 발생
- 우리 측 사업인력의 신변 위협
- 수원국 측 전문인력 부족

수행 역량
프로그램

- 병원 등의 공기 지연
- 지역단위 보건소의 사업 수행인력 부족
-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지식 부족

위험

- 의약품, 물품 조달 지연
로지스틱스

- 저온저장 공급망 미비
- 수원국 측 의약품 운송, 통관 지연
- 우리 측에서 조달한 의료용품의 부품 조달 지연 및 사후관리 미비

신용 및 보안
기관 위험
사기

- 의료용품, 가구, 컴퓨터 등의 도난 위험
- 사업비 도난 위험
- 현지 조달 업체의 사기
- 부정부패로 인한 의약품 통관 뇌물 요구

자료: 김아론 외(2014), pp. 253~262의 분류에 따라 저자 작성.

171) USAID(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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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표 5-1]과 같다. 김아론 외
(2014)의 분류에 따르면 위험요인은 크게 외부환경,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
는 위험,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기관 자체의 위험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부 사
업 분야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해 더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USAID에서는 위험 발생 빈도
와 발생 위험도에 대해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위험관리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도록 하고 있다.172) USAID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위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부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 AusAID 등에서도 위험 발생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173)

2) 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에 대한 시사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
점은 1974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부카레스트(Bucharest) 콘퍼런스 때부터
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 인구와 개발 콘퍼런스(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79개국의
동의하에 카이로 ICPD 행동 프로그램(Program of Action)을 수립했으며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174) 그러나 AU의 주도하에 합의된 보건의료 분야 관
련 선언은 2000년 아부자(Abuja) 선언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
에서 진행된 주요 선언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2000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에서는 3대 주요 질병인 말라리아, 에이
즈, 결핵 퇴치를 위한 각종 선언이 이뤄졌으며 예산 배분도 3대 질병에 집중되
172) Ibid.
173) 김아론 외(2014).
174) African Union commiss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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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2000년 이래 합의된 주요 선언 및 계획은
2000년 아부자 선언, 2003년 마푸토(Maputo) 선언, 2013년 아부자+12선
언, 2014년 루안다(Luanda) 선언 등이 있다. 2000년 초반에 이뤄진 아부자
및 마푸토 선언에서는 주로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 주요 질병 퇴치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루안다 선언을 계기로 소외 열대질병(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예방,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말라리아, 결
핵, 에이즈 등 3대 주요 질병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루
안다 선언 이후에야 소외 열대질병에 대한 보건의료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2015년 이후 발표된 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에서는 아프리카 내 국가
및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공통의 목표가 되면서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 영양 개선 등에 관한 중기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에볼라 발병
등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아프리카 보건전략(AHS) 2016-2030은 감염병 관리를 포함한 공공보건
위협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에서
도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아프리카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 공동체, 아프리카 국가, 공여국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보건의
료 문제점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제13차 GWP
(General Programme of Work) 2019-2023이 발표된 직후 아프리카연합
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보건 전략 2016-2030, 마푸토 행동계획 2016-2030
등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AU, 지역 공동체, 국가,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07년 발족한 국제보건파트너십(IHP+)은 2016년 보편적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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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UHC2030)으로 발전했으며,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와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프
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보편적 건강보장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로는 2016년 G7 국제보건을 위한 이세시마 비전, 제6차 TICAD
선언문, 나이로비 선언 등이 있다.175) 특히 국제보건을 위한 이세시마 비전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대처, 보편적 건강보장 등을 위한 공
동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이
에 더하여 2021년 G7 카르비스 베이 선언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 극복,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취약국 보건의료 환경 개선,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176) 등에 대해
G7을 포함한 선진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177)
셋째, 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발표됨
에 따라 SDGs와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 수립되었던 아프리카 보건
의료 전략에 대한 평가는 마푸토 행동계획보고서(Review of the Maputo
Plan of Action), 아부자 행동보고서(Review of the Abuja Call to Action),
아프리카 MDGs 보고서(The 2015 MDG Progress Report for Africa) 등
2015년 MDGs 종료와 함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178) 2015
년 주요 보건의료 전략에 대한 평가를 계기로 어젠다 2063 및 SDGs 달성을 위
해 대부분의 보건의료 전략이 203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또한 SDGs의 목표
175)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2017), p. 10.
176)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가 강조되고 있음(질병관리청, 「One Tealth」,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8).
177) White House(2021. 6. 13),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8).
178) Africa Union(2016), “Africa health strategy 2016-2030,”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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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 보건의료 관련 주요 선언 및 정책
정책

채택 시기

아부자 선언
(Abuja declaration)

2000년 AU
정상회담

- 2015년까지 총예산의 15%를 보건의료 부문에 지출하도록 권고
- HIV/AIDS, 결핵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한 필수 자원 확보

성생식보건 및 권리 정책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continental policy framework)

2005년
제2차 AU
보건부 장관
회담

- 성생식보건 권리 개선을 위한 자원 확보,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
스 통합, 모자보건 개선을 통한 영유아 사망률 감소, 청소년 성생
식보건 교육 강화, HIV/AIDS 퇴치, 양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
개선

AU Agenda 2063

2013년
OAU/AU
골든 주빌리

- 아프리카 경제통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를 수립하였
으며 그중 ‘healthy and well-nourished citizens’이라는 포괄
적인 보건의료 목표를 포함

2016년

- 아프리카 보건 전략 2007-2015의 후속 전략으로 어젠다 2063
과 SDGs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 분야 세부 전략
으로 구성
- AHS 2016-2030은 보편적 보건의료 보장, 질병 사망률 감소 등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제시

2015년

- 마푸토 행동 계획 2007-2015의 후속 계획으로 성생식모자보건에
한해 리더십, 제도, 투자, 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십, 교육
및 정보 공유, 책무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계획
- 특히 2015년까지의 행동계획이 HIV/AIDS, 가족계획, 청소년성생
식,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 출산 등에 집중했다면 후속 계획은
제도, 리더십 등 환경적 요소, 인적자원 양성, 교육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도 중점적으로 이뤄짐.

2015년

- 영양 상태는 가구 식량 안보,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여성
과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 배분
을 통한 영양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이 영양 개선에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략 수립
- 발육 부진 비율 감소, 빈혈 비율 감소, 저체중 출산율 감소, 모유
수유 비율 증가, 과체중 비율 유지 등 영유아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전략

아프리카 보건 전략
(AHS: Africa health
strategy) 2016-2030

마푸토 행동 계획
2016-2030

아프리카 권역 영양
전략(Africa regional
nutrition strategy)
2015-2025

주요 내용

2030 아프리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Catalytic
framework to end AIDS,
TB and eliminate Malaria
in Africa by 2030)

- 아부자+12 선언의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이며 주요 계획은 에이
2016년
즈, 결핵, 말라리아의 종식을 위한 투자 확대
아디스아바바
- 보건시스템 강화, 증거 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입 및 역량 강
및 제네바
화 등의 분야에 국별 예산 증대를 촉구
보건부 장관
- 3대 주요 질병의 종식을 위한 국가 단위 국내 보건의료 예산 증
회의
액의 중요성 언급

아프리카 의약품 제조 계획
(PMPA: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lan for
Africa)

- 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80~100%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문제 인식하에 제약 산업 육성, 공급체인 관리 등을 통해 아프리
카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계획
- 2012년 기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이 자체적으로 의약
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지역 내 수요의 30%만
공급할 수 있어 38개국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자 함.

2007년
NEPAD

자료: African Union(2001), “Africa Summit on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Related Infectious Diseases”;
African Union(2015), “Africa Regional Nutrition Strategy 2015-2025”; African Union(2016), “Africa health
strategy 2016-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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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연한이 2030년임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의료 목표도 SDGs와
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전략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는 1978년 알마아타(Alma Ata) 선언을 계기로 일차보건의료
(PHC: Primary Health Care)라는 목표179)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차보건의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은 주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정의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핵심적인 질병 퇴치보다는 전반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강
조되었다.180)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지역보건의
료인력의 양성이 모자보건 사망률 감소 등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알
마아타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차보건의
료 달성을 위한 목표는 다시 선택적 일차보건의료 보장과 포용적 일차보건의료
보장 등으로 나뉘었다(표 5-3 참고). 선택적 일차보건의료 보장(SPHC: Selective
Primary Health Care)은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에 더욱 가까운 개
념으로 전문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일차보건의료 달성이라는 개념
이 더 투영되어 있는 반면 포용적 일차보건의료 보장(CPHC: Comprehensive
Primary Health Care)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181) 특히 포
용적 일차보건의료는 질병이 없는 상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웰빙’을 건
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179) 세부적으로는 ① 보건의료 문제의 진단,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교육 ② 식품 공급, 적절한 영양, 안전한 식
수와 위생 촉진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④ 주요 질병에 대한 면역 ⑤ 지역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통제
⑥ 일반적 질병에 대한 치료 ⑦ 정신병 예방 ⑧ 필수의약품 조달 등 8가지 목표가 세워짐(WHO 1978).
180) Rifkin(2018a).
181) WH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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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일차보건의료 종류별 차이점

건강에 대한
정의

일차보건의료

선택적 일차보건의료

포용적 일차보건의료

(Primary care)

(SPHC)

(CPHC)

- 질병이 없는 상태

통제/관리 주체 - 의료 인력
주요 초점

의료 공급 주체

건강 확보를
위한 전략

- 의학적 개입을 통한 질병 퇴치

- 의료인력/다학제적인 집단

- 질병이 없는 상태

-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웰빙

- 보건의료 전문가

- 지역사회 및 개인

- 의학적/보건학적 개입을 통한 - 공정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건강 확보
- 의료인력/다학제적인 집단

- 약품, 수술과 같은 일반적인 - (비의료기관을 통한) 기초적
치료, 임상ㆍ예방의학적 접근

인 건강 시스템을 통한 개입

통한 건강 확보
- 다학제적인 집단/부문 간 파
트너십
- (건강, 사회, 복지, 교육, 법
제, 경제 부문을 포함한) 지역
사회 주도의 다부문간 융합

자료: Sturmberg and Martin(2020).

WHO 등 국제사회는 일차보건의료 보장을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보건의료 부문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 체계로 정의하였다.182) 이에 대해 Sturmberg and Martin
(2020)은 일차보건의료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히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같
은 목표 달성을 추구하다보니 대규모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지역사회의 참여 결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서 일차보건의료 확대의 현실
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183)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의 성패는 결국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 충당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
으며 세금, 직장보험, 지역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184)

182) WHO(2021u. 4. 1), “Primary health c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8).
183) Rifkin(2018b).
184) Sturmberg and Mart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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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세수 기반이 취약한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국가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사
회 기반 건강보험(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수요 증가, 병
원 기반 치료 서비스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차보건의료
보다 포괄적 개념인 보편적 보건의료 접근성이 더욱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185)
이에 따라 2018년부터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이 강조되었다.

그림 5-2. 전 세계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2019년 기준)

자료: Mo Ibrahim Foundation(2020), p. 14 재인용.

WHO와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출에 대한 재정 보호
를 통해 기존의 빈곤층과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86) 국제사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 지역

185) Rifkin(2018a).
186) WHO and World Bank(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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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건의료 격차 축소,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등과 같은 전략의 중요성에 주목
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
스 역량 및 접근성이 다른 대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그림 5-2 참고). 그중에서도 첫째,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e.g. 본인부담금)을 방지하는 것이다.187) 현재
PharmAccess 등 민간단체에서도 본인부담금 보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나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묘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 5-4. 지역별 보편적 건강보장지수

WHO 지역

서비스 범위
지수

모자성생식보건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

세계

66

75

58

65

70

아프리카

46

54

42

71

30

미주

79

84

72

71

90

동남아

56

71

45

63

50

유럽

77

86

73

61

94

지중해 지역

57

66

45

61

60

서태평양

77

85

69

65

95

자료: WHO(2019. 9. 6),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9).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양질의 의약품 및 백
신에 대한 접근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기초
건강보장을 받는 인구 비율의 증가이다.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보건의료 서비
스 전달 범위가 좁은 이유는 보건의료 인력 부족, 보건소 인프라 미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원

187) World Bank(2016), p. 13.

210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보건 의제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AHAIC 2021)에
서는 기초 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예방의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88) 특
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은 지역단위 보건소
이며 2~3차 의료기관에 비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보건소의 일차보건의료 진단 및 치료 역량의 개선과 의약품, 백신 등의 전
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단계적 성취
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Sturmberg and Martin(2020)이 제기한 보편
적 의료보장은 일차보건의료의 달성 없이는 성취되기 어렵다는 주장과 일맥상
통한다.

그림 5-3. 중점협력국 5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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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HO(2021w), “UHC Service Coverage Index(SDG 3.8.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둘째,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전략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의 일치성을 중요
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SDGs 시행 후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정책 기조와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표 5-5 참고). WHO는 건강 증진, 안

188) AHAIC(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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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사회 구축,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나은
건강과 안녕(Well-being), 보편적 건강보장,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
General Programme of Work(GPW)의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발표하였
다.189) 세계보건총회 회원국들은 제13차 GPW가 SDGs 및 보편적 건강보장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영역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다.190)
특히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 원 헬스 접근법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191) 제13차 GPW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세 가지 10억
(Triple billion)’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2019~23년까
지 ① 10억 명 이상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받게 할 것 ② 10억 명 이상이 보건 응
급 상황에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③ 10억 명 이상이 더 나은 건
강과 웰빙을 누릴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의미는 전 세계 하
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92) 그러나 강희정 외(2019)가 설명하듯이 좀 더 구
체적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서
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적 위험 보호 등 3가지 목적이 함께 성취되어야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 WHO가 정의하는 건강 서비스는 성생식모자보
건, 감염병, 소외 열대질병 등에 대한 건강 서비스 역량과 접근성을 포함한다.
WHO는 GWP13과 ‘세 가지 10억’ 접근이 향후 몇 년간 국제 보건의료 분야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93)
이러한 3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46개의 평가척도
를 설정했으며 이 중 39개 척도는 SDGs 목표를 인용하였다. 여기에는 주요 보
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균적인 서비스 범위, 가구의 재정 부담 정도(소득 또는
지출의 10% 이상을 건강에 쓰는 가구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편적 의료보
189) 전진아(2018).
190) 위의 책.
191) WHO(2020a).
192) Ibid.
193) Ibid.

212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표 5-5. SDGs 시행 전후 보건의료 강조 분야의 변화
SDGs 시행 전 강조 분야
1

SDGs 시행 후 강조 분야
보건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목표 상향

합리적인 가격의 기초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조정 및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을

자원 배분

2

대다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

3

모자보건 서비스에 집중

4

감염병 개선을 위한 개입

위한 자원 배분
표적 집단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모든 연령 코호트의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질병부담,
위협요인에 집중
▷

5

표면적으로 보이는 서비스 역량 강화

6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7
8
9

잠재적 건강 위협 및 내생적 수요에 대한 역량
강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정부 역량 강화

개발원조 금액 증가와 외부 파트너와의 파트

내부 예산 증액, 정부ㆍ시민사회ㆍ외부 파트

너십 강화(원조 효과성 강화)

너와의 협력(전체 운용자금 효과성 강화)

질병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

저렴하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금전 가치에 상응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개입

자료: WHO(2018), p. 4, Table 3에서 일부 발췌.

건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응급 보건의료 준비도(IHR, SPAR), 응
급 보건의료 예방(예를 들어 황열병, 뇌수막염, 콜레라 등 백신접종 우선순위
결정 여부, 백신접종 프로그램 강조를 위한 홍역, 폴리오 접종 비율), 응급 보건
의료 감지 및 반응(예를 들어 감지 시간, 전달 시간(time to notify), 반응 시간)
등에 관한 지표가 아프리카 주요국의 응급의료 준비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시
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질병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 중심의 접근법보다
는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활용, 또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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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제사회는 말라리아, 결핵, HIV/AIDS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 발족을 통
해 해당 질병의 퇴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특정 요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
다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환경과 소득 수준이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니셔티브 중심의 공여국 원조는 중복 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 점이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대별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이에 따라 WHO 등은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 수요에 주목하고 표적화
전략을 수립하였다(표 5-6 참고).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은 성 주류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94)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사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성평등, 성 주류화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95) 그러
나 생애주기별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면 성생식모자보건, 청소년의 성생식출산보
건, 성인의 출산 및 가족계획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사항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기 영양, 백신 접종, 건강 서비스의
이용 등에서도 남녀 간 배제와 차별이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표 5-6. WHO의 코호트 표적화 전략
출산 및 영아기

유아기
· 유아기 백신 접종
· 유아기 영양

· 임신 중 관리
· 출산 전후 관리
· 신생아 관리
· 산후조리

· 유아 통합 건강
서비스
· 초등학교 보건
서비스
· 유아기 건강한
생활습관 촉진

청소년기
· 청소년 성생식
출산보건 서비스
· 청소년 친화적
건강 서비스
· 중고등학교 보건
서비스
· 마약 및 음주 예방
· 청소년기 건강한
생활습관 촉진

청장년기

노년기

· 감염병 스크리닝
· 비감염성 질환
위험요인 파악
· 출산 및 가족계획
보건서비스
· 청장년층 건강한
생활습관 촉진
· 성인 영양 서비스
· 임상 및 재활

자료: WHO(2018), p. 19 재인용.

194) Langer et al.(2015).
195) 김성혜 외(2020),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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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서비스 제공

· 연간 건강검진
· 노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 노년층 임상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심혈관 질환
등 선진국형 질환이 질병부담 및 사망률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장년기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식습관, 영양 개선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사업도 기존의 성생식모자보건, 기초보건,
감염병 외에 성인병, 영양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WHO의 목표는 ‘3대 주요 감염병 퇴치 전략’에서 ‘공중 보건의료 질서를 위
협할 수 있는 위협요인 제거’로 전환되었으며 이 같은 기조는 2021년 개최된
G7 카르비스 베이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부자 선언, 마푸토 행동계획 등
아프리카연합이 주도한 선언뿐만 아니라 WHO 등도 그동안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3대 주요 질병 퇴치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투입했으며, 실제
로 상기 주요 질병과 관련된 지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폭 개선되었
다. 그러나 주요 질병 중심적 접근법은 질병 종류에 따른 지원 규모의 격차를
유발하였고, 지역 내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
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질병 특성에 따른 지원’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보건의료
기금 조성에서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203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의료기관체계는 한국의 경우와 같이 1~3차로 구성되
어 있다(그림 5-4 참고).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취약한 거버넌스 체계
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실상을 드러냈다. 일차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보건
소 등으로 기초적인 의료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보건인력의 부재로 인해 보건 계획 및 전달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배제되거
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는 등 일차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196)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전달에서 지역사회 내에 상주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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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력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중앙에 전달함으로써 의약
품 공급, 의료서비스 전달,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이 같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
지 못했다. 특히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달 및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
은 상태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질병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물품을 조달 및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필수 의약품 공급
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사슬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부재와 지역에서
의 의약품 저장시설 미비 등의 요인이 공급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197)

그림 5-4.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전달체계

자료: WHO(2017), p. 5 재인용.

196) Gebremeskel et al.(2021).
197) Yadav(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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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관련 메시지가 지역으로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
버넌스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198)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화된 보건의료 행
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는199) 중앙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이 지역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데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의약품, 백신, 혈액 등에 관한 국가 규정이 없어 지
역으로의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200) 이러한 거버
넌스 측면에서의 취약성은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였
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면서 더욱 두드러
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추진방안
1)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발표를 통해서
보건 ODA 규모 확대와 민관협력 규모 확대, 종합적ㆍ체계적 감염병 대응, 보
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략을 집중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201) 특히 수원국 수요 파악을 통한 수원국 맞춤형 사업
을 기획하고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약품ㆍ의료시설 지원과 같은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198)
199)
200)
201)

에티오피아 짐마대학교 보건대학원 관계자 인터뷰(2021. 4. 20, 대한민국 세종).
Argaw and Desta(2020).
Gebremeskel et al.(2021).
관계부처 합동(2021c. 1. 2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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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 요건으
로서 Santos et al.(2020)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특히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서 해당 사업이 비용ㆍ시간ㆍ품질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효율성, 지역사
회 및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요인을 프로젝트의 성공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사업 수행 단계에
서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시 미션 혹은 비전의 명확성, 자원의 적절한 배분,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한 현지 환경에 적합한 사업 기획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표 5-7 참고). 또한 세계은행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사례를 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업 기획을 꼽았다.202)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보건의료 개
발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Santos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 제3장에서는 KOICA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무상원조사업 기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형성 및 기획이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표 5-7. 보건의료사업의 성공요인
분류

성공요인
미션, 비전, 목표

수행 전 단계

사업 기획
자원 배분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관리
사업이행 기관의 역량

수행 중 단계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책임자의 리더십 및 역량
기술 혁신 및 변화 관리
사업기관 구조, 문화 및 환경

자료: Santos et al.(2020), p. 43.

202) Independent Evaluation Grou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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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제3장의 결과와 Santos et al.(2020)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보면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세부 분야별 장기
목표 수립, 자원 배분의 적절성, 기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 파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 분야별 맞춤형 목표 제시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분야별 포괄적 목표가 결여되어 있었다. 중장기 목표 성취
를 위한 방향성이 정해진 뒤 프로젝트가 형성되었다기보다 수원국의 수요와 주
요 키워드에 맞춰 개별적으로 사업이 기획되었다.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
점협력국의 보건의료 분야 목표 혹은 우리나라의 CPS 목표 수립에 어떤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문서가 발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평가지표 수립에서도 프로젝트 단
위의 평가지표가 수립되다보니 큰 틀에서의 개발협력목표 수립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졌다.
KOICA, EDCF 등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분
야별 5개년 중기 전략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정 분야(예컨대 보건의료, 농업, 교육 등)에 대해 국별 수요와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과
정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성과에 대한 개별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혹은 상위 단위에서의 성과 평가를 더 중
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13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했는데, 개별 프로젝트가 성과를 냈는지보다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
SDGs의 세부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표 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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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UN SDGs 보건의료 분야 세부 목표
번호

세부 목표

1

모성사망률 감소

2

신생아 및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 감소

3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소외 열대질병, 간염, 수인성 질병 등 감염병 퇴치

4

예방, 치료 등 선제적 조치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5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예방

6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률 감소

7

모자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강화

8

보편적 건강보장(재정적 위험,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9

화학물, 오염 등으로 인한 잠재적 사망 및 질환 발병률 감소

10

백신 및 의약품 개발 지원

11

WHO 행동계획에 따른 흡연 감소

12

보건의료 재정, 보건 의료인력 확충

13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감소 및 관리 역량 강화

자료: UN DESA(2021), SD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1).

분야별로 포괄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 감염병(e.g. 성 매
개질환, 일반 감염병), 일차보건의료, 일반보건 등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KOICA는 모자보건사업에
서 Thaddeus and Maine(1994)의 3가지 지연 모델(3 delay Model)을 사용하
며 이 모형을 바탕으로 모자보건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그림 5-5 참
고). 3가지 지연 모델은 모성 사망이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요인에 대해 설명하
고 있는데, 이 요인들에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모성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는 전제를 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사업에서 중장기적인 목표가 모성사망률의
감소일 경우 프로젝트의 실행계획은 3가지 지연 모델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혹은 적절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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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모성사망이 발생하는 3가지 지연 모형

자료: Thaddeus and Maine(1994).

분야별로 주요 목표 및 개입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
째,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중장기 목표를 파악하기 용이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달
성에서 특정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해당 프로젝트가 보건의료 세
부 분야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이러한 접근법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
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노력에 동참하
고 있으며 아프리카 보건의료사업 계획 시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이나 현장에서는 사업 참여자(e.g. 사
전조사에서 사업 기획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성, 수원국의 수
요, 현지의 특수성 등이 사업 목표의 수립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쉽
다. 그러다보니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
표가 개별 사업에 적절히 투영되지 않아 보건의료 원조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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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분야별 장기 목표 수립에서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
야 목표와의 일치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젠다 2063 등 AU가 발표한 중장기 목표와의 일치
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별 수요에 따른 맞춤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차원에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
의료 세부 분야(기초보건, 성생식모자보건, 감염병 관리 등) 목표 수립에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별 보건의료 수요와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각국
의 상황에 적합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원조효과성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 전략에서 세부 분야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략 방향성과 일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
적으로 USAID는 중장기 목표의 성취를 위한 핵심 목표와 이에 따르는 구체적
인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5-9 참고). 또한 핵심 목표 성취를 위한 하위
목표와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
의 사업계획 수립이 USAID의 목표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볼 수 있듯이 KOICA도 보건의료 분야 중기전략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기
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목표를 지지할 수 있는 세부 분야별 목표 제시도 필요하
다. 세부 분야별 목표의 수립이 개별 프로젝트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
나, 한편으로는 해당 수원국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는 더 효과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간 분절화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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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USAID의 우간다 협력전략(2016-2021) 매트릭스
5개년 중기 목표

핵심 목표

세부 분야 목표
1. 취약성 유발요인 파악
2. 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지역사회의 가구의 회복탄력성 3. HIV, 말라리아 및 기타 감염병
증가

방지 및 치료 강화
4. 지역사회 및 가구의 자산 증가 및
다각화
1.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행동

포용적 교육, 보건, 경제발전을 통한
우간다 국가발전

양식 행위 증가
인구의 장기적 구조전환

2. 아동의 웰빙 향상
3. 여학생의 교육 수준 향상
4. 청년의 경제활동 증가
1. 개발을 위한 리더십 지원

우간다 개발 수요에 맞는 투명하 2.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고 책무성 있는 시스템

3. 시스템의 주요 요인들 향상
4. 시스템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자료: USAID(2016).

국별 보건의료 분야 세부 목표를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으며 현장에 적합
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립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의 범주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해당
국가 지역 전문가를 모두 포함해야 중점협력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현지
거버넌스 체계와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 사업 수혜자의 참여 제고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사업
수혜 대상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표적 수혜집단, 수혜자의 특성, 수혜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수혜자 선정을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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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보건의료 측면의 특
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원조기관과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
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혜집단이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관계자의 참여도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분야
전문가가 단기간에 현지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현지 수혜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수총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 수혜

그림 5-6. USAID의 가나 DHS 자료 예시

자료: USAID, “Demographic Health Survey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224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자가 누구이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마다 사업 수혜자의 수요를 직접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전략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원조
청(USAID)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90개국에 대한 인구 및 보건 조사(DH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성생식,
가족계획, 주요 감염병, 영양, 백신 접종 등의 정보에 대한 지역별 비교가 가능
하다. 사업 대상지역 수혜자의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간접적으로 DHS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5-6 참고).

다) 사업의 현지적합성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생식모자보건, 기초 보건의료 등 질병 퇴치 및 치료
를 중심으로 중점협력국 대상 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지역별로 다소 상
이하다. 동아프리카에 지원한 보건의료 원조는 60% 이상이 일반보건 분야인
반면, 서아프리카 2개국에서는 보건의료 원조의 60% 이상이 식수위생에 할애
되었다. 그러나 제4장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자보
건, 3대 주요 질병(말라리아, 결핵, HIV/AIDS), 수인성 감염병 등과 같이 전통
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분야 외에도 보건의료 시스템, 지역사회 보건인력 양성,
간호사 등 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
의료 전달체계, 기초 보건인력 양성과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점협력국 5개국의 보건의료 수요와도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수요가 더 높은 분야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함으로써 수원국 보건의료 지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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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혹은
취약지역에 대한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된다. 다자성 양자
원조는 ① 공여국의 주요 협력 분야는 아니지만, 다자기구의 목표를 이룰 수 있
고 양자협력을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나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경
우 ② 특정한 분야에 대해 여러 공여국이 원조조화를 이뤄야 할 경우(예를 들어
말라리아, 결핵, HIV/AIDS 퇴치)이거나 원조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의회 및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③ 공여 규모가 작은 국가가 수원국
에 공여자금을 전달하는 데에 다자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전달 제약을 없앨 수
있을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주로 시행된다.203)

표 5-10. 다자성 양자기금을 받는 기관 및 기금 종류
기관 유형

다자개발은행

기금 유형

예시

신탁기금

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프로젝트 기금 및 기술 지원
을 위한 기금

금융중개기금
공동자금조달
내부 기금

UN 개발
시스템

국제개발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지원을 통한 글로
벌 공공재 확충을 위한 기금
다양한 공여국, 다자개발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수원
국 프로젝트 시행을 하는 기금
글로벌펀드, 조인트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단일 기관 테마 펀드

테마 펀드, UN-공여국 파트너십 기금, 기관 특정
신탁기금, 긴급지원, 혁신기금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펀드

단일 혹은 멀티 공여국 프로젝트, 지역단위 혹은 글
로벌 단위 사업

지역 자원

국내 재원을 이용한 프로젝트

자료: Weinlich et al.(2020), p. 40.

다자성 양자원조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예산 비중으로나 지
역에서의 중요도로나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간다 카라
모자(Karamojang) 지역과 같이 수도에서 거리가 멀고, 지역 치안이 다소 불
203) Tortora and Steense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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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며 낙후된 지역의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함께 원조사업
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분야 다자성 양자사업을 하는 기관은 대표
적으로 UNICEF가 있다. 또한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를 위해 글로벌펀드, 세계
백신면역연합(GAVI) 등에 공여하는 것도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된다.
다자성 양자사업은 우리나라의 공여 목표와 전략에 따라 특정 국가와 사업
에 예산을 투입할 권한을 가지면서도 국제기구의 보건의료사업 역량과 노하우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자성 양자사업은 여행 제한, 불안
정한 치안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발생, 혹은 우리나라 원조기관이 사업을 하지 않
는 지역에서 보건의료 수요가 있을 때 국제기구와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한 형태의 협력사업이다. 특히 최근 들
어 신탁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은 신탁기금을
통한 원조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탁기금을 통한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에는 소극적인 편이다.204) 그러나 제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자성 양자원조 형태로 국제기구와 협력한 사례가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현지 특성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원국에서의 사업 경험이 풍부한 다자기구와의
협력은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된다. 한편 우리나
라의 원조기관인 수출입은행, KOICA 등의 체계상 수원국의 지방 혹은 분쟁취
약국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실상 KOICA, KOFIH 등 우리나라 공여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이 제한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자성 양자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자성 양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점도 있다. 다자기구의
활동 우선순위 왜곡, 원조 분절화, 공여국의 선호에 따른 사업 기획 등이다. 즉
204) Reinsberg, Michaelowa, and Knack(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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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성 양자원조가 꼭 필요한 상황, 예컨대 정치적 불안정, 소외지역 및 분야에
대한 원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 다자기구의 장점이 있는 분야이거나 양자
원조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다자성 양자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이
해관계를 투영하는 것은 원조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5)
Reinsberg(2014)는 다자성 양자원조가 다자기구들 간에 재원 확보를 위한 경
쟁을 부추길 수 있고 다자기구 본연의 원조목표보다는 공여국 선호가 더 부각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조 분절화, 원조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206)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등의 공여
국 원조기관에서는 행정관리의 수월성, 다자기구의 강점 활용 등의 측면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지정기여금 투입을 선호하고 있다.207) 또한 공여국의 원조 투
입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서도 다자기구를 통한 지정기여에 대한 공여국의
선호도가 존재한다.208) 그뿐만 아니라 공여국 자국민의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자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209) 다자기구 입장에
서도 공여국의 원조기금을 받아서 인건비 등 간접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다자성 양자원조는 공여국과 다자기구 양자에게 득이 되는 원
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210)
제3장에서 보았듯이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은 사업 기획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 양자간 원조보다 효과적ㆍ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사업비용이 증
가한다는 점과 사업성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의 기획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우리나
라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다자성 양자원조사업 지침 수립이 시급
205)
206)
207)
208)
209)
210)

김종섭, 김희연(2016).
Reinsberg(2017).
김종섭, 김희연(2016).
Reinsberg, Michaelowa, and Knack(2017).
Reinsberg(2017).
Eichenauer and Reinsber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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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Weinlich et al.(2020)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
한 명확한 전략 및 방향성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다
자성 양자원조가 주로 인도주의적 원조, 식량 지원과 같은 긴급한 지원에 투입
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 보급,
보건의료 물품 지원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글로벌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협력

제4장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현지 수요는 크게 질병,
식수, 인력 양성, 그리고 거버넌스 등 4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분야가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며,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료 전달체계 등 보편적 건강 달성을 위한 보
건의료체계 수립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 의료서비
스 전달체계 공유 및 협력에서 현지에 적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89년 의료전달체
계가 도입된 이후 농어촌 지역 보건소 설치 및 인력 파견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
했다. 또한 1999년부터 건강증진사업,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등 지역 보건소
인력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211)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건강검진, 운동지도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
와 관련은 없었으나 질병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212)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211) 김조자 외(2003).
212) 유선주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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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중점협력국 5개국의 기초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윤강
재 외(201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전 국민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도입, 농촌 및 격지 보건소
건립을 통한 의료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보편
적 건강보장을 달성한 국가로 분류된다.213) 특히 1989년 의료전달체계가 제
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했다고
평가된다.214) 현재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지수는 2019년 기준 89점으로 세
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5-7 참고).

그림 5-7.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지수(2019년)

자료: Lozano et al.(2020), p. 1259.

213) 강희정 외(2019).
214) 윤강재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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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세계적
으로 알려졌다.215) 특히 Lee et al.(2021)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
었던 이유는 보편적 건강보장 수준도 높았으나 3T, 즉 신속한 검사(Test)ㆍ추적
(Trace)ㆍ치료(Treat)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및 정보 수집체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되어
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시 중앙 및 지방 간 원활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상황
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가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3장의 GHS 보건안전지수를 살펴보더라도 2019년 기준 다
른 지표에 비해 보건체계 지수가 중점협력국 5개국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 보건위기 발생 시 보건인력 간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평
가를 받았다.216)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에 대
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방역 경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17) 특히 디
지털 기술을 통한 원활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
19 장기화 이후 계속되고 있다.218) 실제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운영 등과 같은 방역대응체계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공중보건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해 이집트, 가봉,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등 5개국에 지역 협
215)
216)
217)
218)

Dongarwar and Salihu(2021).
GHS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에티오피아 짐마대학교 보건대학원 관계자 인터뷰(2021. 4. 20, 대한민국 세종).
Bakibinga-Gaswaga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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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센터를 설치하고 학계, 민간기업, 비정부기구, 다자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 파
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219)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아프리카연합 및
국별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상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위
험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전반적으로 미비하
다.220) 또한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가 단위의 위험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어 전국 단위의 위험 분석 평
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점협력국 5개국의 GHS 및 IHR 지수는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 이하이며 이에
따라 보건행정 역량에 대한 협력이 요구된다.

표 5-11. GHS 보건체계와 관련된 지표
1. 병의원, 보건소의 보건 역량
2. 의료대책 및 인력 배치
3. 헬스케어 접근성
4.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5. 감염병 통제 및 가용한 장비 보유
6. 신규 의료대책에 대한 시험 및 승인 역량
자료: GHS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중에서도 공중보건
위기 또는 유사 상황 발생 시에 응급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제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감염병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바탕으로 현지
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 국가안보실에서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그림 5-8 참고).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19) World Bank(2021).
2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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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 종합체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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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재난 상황을 총괄하면서 중앙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및 정보 공유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인 질병관리청에
서 총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림 5-8]과
같은 종합체계하에서 방역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재난 단계에 따
라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다(그림 5-9 참고).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도 방역물품(마스크, 진단기기 등)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한국의

그림 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문별 역할 분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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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혹은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
계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아프리카 내에 단계적으로 공유 및 도입하기 위
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정부의 투명하
고 신속한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허위 정보 차단, 지역단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한 종합적인 상황 판단,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중앙ㆍ지방정부ㆍ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위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위험관리를 더욱 용이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221)

3) 기초의료 교육과 보건소 역량 강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인력(CHW:
Community Health Worker)의 양성 및 활동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성생식모자보건, 식수위생, 영양 등 기초보건 지도 및 교육 위주로
보건인력의 운용이 이뤄졌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 보건의료 정보
공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지역 보
건인력의 양성과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받는 인력의 비율도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222) 이는 본 연구의 제4장 보건의료 수요 분석에서도 드러난 결과
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의과대학은 900만 명당 1개로 가장

221) Kim and Kreps(2020).
222) Tulenko, Gasakure, and Neus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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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23) 특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의료인력 편중화가 나타나고 있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의 연간 신
규 의료인력 배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에서 건강 캠페인, 건강증진 활동 등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주민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건강 증진 등 지역
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기초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24)
우리나라에서도 상기와 비슷한 이유로 건강증진사업과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과 같은 지역 보건소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과 농촌 지역사회 보건의료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
라 수요에 맞추어 형태가 바뀌어왔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초 보건인력 양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틀을 갖추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서도 발전 단계별 현지 수요에 맞는 기초
의료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며 기초 보건교육 시스템 개선에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보건인력의 지속적인 고용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도 지역사회 보건인력(예
를 들어 조산사, 간호사 등)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인력이 부
족한 현상은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trasser, Kam,
and Regalado(2016)는 보건인력의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농촌 교육 기회
부족, 지역사회의 지지 부족, 도시에 비해 낮은 삶의 수준, 보건인력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의료시설의 낮은 질적 수준, 전문적인 기술 및 평생교육
에 대한 낮은 접근성, 과중한 업무 강도, 경제적/재정적으로 낮은 인센티브, 낮
223) Strasser, Kam, and Regalado(2016).
224) Ibid.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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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업 만족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교육 이
상의 학력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농촌 배치는 강제성이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보건의료 인력의 농촌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회 주민들의 보건 지식에 대한 정보 창구 확대 및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제공이 필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의료 지식 및 질
병에 관한 범주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왔으나 현실적으로 현지 인력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25)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각국은 보건
의료 모바일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장비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앞
으로 우리나라의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은 온라인
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형태이더라도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세션 등 추가적인 교
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보건소는 인력이 충원된다고 할지라도 의약품 보관이 어려운 시
설,226) 수도와 화장실 등 위생시설 미비, 전기 인프라 부족, 의약 폐기물 처리
시설 미설치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일수
록 필수 백신 및 의약품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이탈 비율도 상
당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보건소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보건
소 인프라 개선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의약품 재고 정보 전달체계 구
축 등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 공중보건 및 지역 보건소 역량 강
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CDC 산하 국립공중보건연구소(NPHI)와 같은 기관
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227)

225) Mbarika and Okoli(2003); Strasser, Kam, and Regalado(2016).
226) Cronk and Bartram(2018).
227) Gao and Nkengason(2019. 4),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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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지에 대한 지원
최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뿐만 아
니라 소외 열대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분야는 기초 보건의료 지
표 개선을 위해서도 감염병의 진단 및 추적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아
프리카는 공중보건 체계 및 역량 강화, 질병의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7년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설립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잠비아, 케냐, 가
봉,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집트에 지역 거점 센터를 설립했으며, 감염병 진단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통합 감시 및 연구 네트워크(RISLNET: Regional
Integrated Surveillance and Laboratory Networks)와 항생제 내성 프로
그램(AMR)을 구축했다.228) 아프리카의 감염병 진단, 예방 및 반응체계의 구
축은 2019년 세계은행이 약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공중보건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감염병 진단 및 감지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9) 특히 아프리카 CDC는 코로나19 대응
을 위해 아프리카 코로나19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검체 검사, 국경
선 선별(screening) 지점을 포함한 감시, 감염 예방 및 보건의료 기관 관리, 심
각한 증세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위험 커뮤니케이션, 방역물품 공급망 및
재고 관리 등 6개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 감
지, 방역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었으며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의 필요
성이 증대되었다. 코로나19, 에볼라 등의 감염병 방역체계는 발생 사례와 지
역사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아프리카 주요국에서는 아직까
지 감염병의 발생 사례 감시 위주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감염
228) World Bank(2021).
229) World Bank(2019. 12. 10), “The Afric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ceives
Support to Strengthen Continental and Regional Infectious-Disease Detection and Response
Syste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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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체계는 잘 작동하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 검사 결과 자료가 실시간이 아닌 산발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 확산 경향이나 위험도를 추적
하는 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의 진단, 감지, 방역을 위해서는 검사소(laboratory) 역량 및 네트워크,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응급상황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 등 3가지 분야가 향상
될 필요가 있다.23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감염병 진단, 감지, 방역에 대한 수
요는 [표 5-12]와 같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 가장 우선
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지역 간 진단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감염병 검사소의 품질 개선, 인적역량 강화, 정보관리 시스템 구
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생물안전에 관한 규범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내성 및 반응검

표 5-12. 감염병 진단 및 감지에 대한 수요
분류

주요 수요
ㆍ 주요 감염병에 대한 지역별 진단 역량 격차 해소
ㆍ 생물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규범 마련
ㆍ 검사소 품질 개선

검사소 역량 및 네트워크

ㆍ 검사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ㆍ 검체 검사 및 검사소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선
ㆍ 검사소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을 통한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
ㆍ 민간 참여를 통한 PPP 확대
ㆍ 항생제 내성 및 반응검사 역량 강화

감염병 항생제 내성

ㆍ 항생제 내성 및 반응검사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수립
ㆍ 항생제 내성 및 반응검사를 위한 검사소 확충
ㆍ 항생제 내성 및 반응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응급상황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

ㆍ 위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ㆍ 전략적인 위험평가 및 자원 매핑

자료: World Bank(202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30) World Bank(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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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한 검사소 역량 강화, 프로토콜 마련 등의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 디지털 플
랫폼의 구축이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특히 인적역량의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
육 기회에 대한 지역 격차가 매우 크며 검사 장비와 시설이 낙후하거나 안전성
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231) 아프리카 CDC는 특히 코로나19 진단 역
량 강화와 검체 이동 및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웨비나 등을 이용한 훈
련을 제공했으나 지역단위까지 이어지기에는 디지털 환경 등이 한계로 작용하
고 있다.232) 특히 수도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감염병 관련 기술인력과 지방 검
사소의 기술인력 간 교육 접근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말라리아 이니셔티
브(PMI) 등과 같은 원조 전략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의 감염병 검사 역량 및
검사소 시설 개선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보관리 시스템(예를 들
어 다른 검사소와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의 미비로 인해 실시간 감염병 추적
과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33) 동아프리카의 경우 USAID, WHO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뿔 지역 말라리아 치료 모니터링 네트워크(HANMAT:
Horn of Africa Network for Monitoring Antimalarial Treatment), 동아
프리카 폐렴구균 감시 네트워크(netSPEAR: Network for Surveillance of
Pneumococcal Disease in the East Africa Region) 등을 발족하면서 권역
단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상호협력은 주로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내에서의 감염병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하
는 차원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을 계기로 특히 감염병의 지
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지방의 검사 역량 등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231) 국별로 상이하나 우간다는 감염병 진단 및 추적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World
Bank 2021).
232) Afric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2020. 9), LaboCop Quarter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5).
233) Acheampong et al.(2021).

240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간의 감염병 진단 및 대응체계 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
야 할 것은 농촌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CDC 산하 지역협력센터(Regional Collaboration Centers)가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맡고 있으므로 각 중점협력국이 위치한 권역의 지역협력센터와 협력
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5) 프로젝트 시행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사업 기획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로 들 수 있
는 것은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다.234)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정은 현지 또는 국내 전문가 의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지표의 제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WHO의
OneHealth 프로그램이다(그림 5-10 참고).
OneHealth는 중저소득국의 보건의료 예산 책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
공하기 위해 WHO가 개발했으며 모자성생식청소년 보건, 백신 접종, 주요 질병,
영양, 식수위생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OneHealt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분야 예산 배정에 따른 보건의료 지표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인적자원, 인프라, 운송 등 보건의료 시스템 작동을 위해 발생할 수 있
는 제반 비용도 고려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보건의료 분
야 예산 수립 시에 도움 받을 수 있다. OneHealth 프로그램은 거시적 측면에서
시나리오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점협력국 5개국의 보건의료 사업에 이용하
는 것은 다소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사업 예산 배정에 따
른 1인당 비용 및 효과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예산 대비 수혜 인구를
234) KOICA 관계자 인터뷰(2021. 9. 3, 대한민국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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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WHO OneHealth Tool 플랫폼

자료: Avenir Health, “OneHealth Too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6).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실행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전략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WHO
의 글로벌 핵심 보건의료 지표(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를 표준 지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235) 초기에 800여 개에 달하
던 보건의료 관련 지표는 WHO 분류에 따라 100개의 핵심지표로 간소화되었
다.236) WHO는 100개 지표를 성과 연결고리에 맞춰 분류했으며 중기 결과에
대한 지표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표 5-13 참고).

235) Kaiser et al.(2017); WHO(2018), “Global Reference List of 100 Core Health Indicators(plus
health-related SD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236) WHO(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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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WHO의 성과 연결고리에 따른 보건의료 핵심 지표
투입
재정
보건의료 부문 지출(GDP
대비 %)
정부ㆍ의무가입제도(경상의료
비237) 대비 %)
외부 재원 비율(경상의료비
대비 %)
국민의료비 비율(총
경상의료비 대비 %)
본인부담금 비율(경상의료비
대비 %)
인력
보건의료인력 집중도 및 분포
보건의료 교육기관
기반
건강 서비스 접근
병원 병상 밀도
정보
출생 등록 범위
사망 등록 범위
의료기관의 보고의 완전성

산출물
서비스 접근 및 가용성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특정 서비스의 가용성 및
준비도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가용성
서비스 질 및 안전성
수술 전후 사망률
유산 후 산부인과 이용
분만 중 사망 비율
병원 내 모성 사망비
HIV 환자 중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통한
생존 비율
결핵 완치 비율
보건 안보
IHR 핵심역량 지수

결과

영향

개입 범위
필요에 의한 가족계획
피임 비율
산후조리 비율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폐렴 관리
설사질환에 의한 탈수 예방을
위한 경구수액 이용
비타민 A 이용
국가 백신계획에 의한 백신
접종
HIV 감염자
모자간 HIV 감염
HIV 관리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처방
비율
HIV 수치 측정 여부
HIV 환자의 결핵 예방 여부
결핵 환자의 HIV 진단검사
실시 여부
결핵 환자 중 HIV 진단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한 ART
시행 여부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제
민감성 조사
결핵 발견율
다제내성을 보이는 결핵
환자에 대한 대체 약품 투약
여부
임신 중 말라리아 예방 요법
실시
모기장 이용 여부
말라리아 환자 치료 여부
거주지 내부 방역 여부
소외 열대질병에 대한 예방
화학 요법
자궁경부암 예방 여부
신경정신병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

건강 상태
기대수명
15~60세 사이 성인사망률
5세 이하 아동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사산율
모성 사망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
30~70세 사이 심장마비, 암,
비만, 만성 폐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청소년 출산 비율
출산 비율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환자
IHR 및 기타 신고대상질병
환자
에이즈 발병률
에이즈 유병률
성병 발병률
결핵 발병률
결핵 신고율
결핵 유병률
6~59개월 영유아 말라리아
발생률
말라리아 발병률
암 발병률
재정적 위험 보호
치명적인 보건의료
재정지출을 하는 가구 비율
의료비 지출이 불가한 가구
비율

위험요인과 행동
0~5개월 모유수유 비율
모유수유 시작 시기
저체중 신생아 비율
5세 이하 저체중 비율
5세 이하 과체중 비율
어린이 빈혈 발생률
가임기 여성 빈혈 발생률
고위험군과의 성관계 시 콘돔
착용 여부
안전하게 정화된 식수 이용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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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계속
투입

산출물

결과

영향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에
노출되는 인구
요리/난방/조명에 현대식
연료를 사용하는 인구
도시 공기오염 정도
15세 이상 음주 인구 비율
18세 이상 흡연 인구 비율
5세 이하 과체중 비율
성인 과체중 및 비만 비율
고혈압 인구 비율
고혈당 인구 비율
소금 섭취량
불충분한 육체활동 인구
가정폭력 발생

자료: WHO(2015), p. 20.

데이터 수집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
역별 주요 질병정보를 수집해 표적 지원이 가능하고, 질병 빈도가 비슷한 주변
지역과의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며, 정부 혹은 국제사회의 협력에 따른 효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국별 보건
의료 지표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5-11 참고). 중점협력국 5개국의
경우는 주요 보건의료 지표의 50% 이상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사업 효과성 측정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데이
터베이스는 사업 기획 및 관리 측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사업 평가 측면에서
의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 기획 및 관리 측면에서는 수원국 환
경, 수원국의 주요 위험요인, 수원국 거버넌스 체계 등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을 통해 유사 사업 및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 평가 측면에서는 사업 지역의 기초 통계자료, 사업 전후의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사업 효과성 측정을 좀 더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237) 경상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의 총계임(전형선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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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별 보건의료 지표 자료 수집 비율
(단위: %)

자료: WHO(2020b), p. 20.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최근 들어 글로벌 보건 이슈 해결을 위해 게이츠재단,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
역연합(GAVI) 등이 부상하였다.238)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의 다자기구와
주요 공여국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이 계속 등장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서도 정부 공공서비스 개선, 서
비스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건의
료 원조사업도 수원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8) Sridha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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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의료보험 시스템 지원과 연계
공공의료보험 제도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최소화, 취약계층의 보
건의료 접근성 개선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주요국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보험제도는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이라는 대목표의 달성을 위해 꼭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5-12 참고). 정부ㆍ공여국ㆍ민간 차원의 의료
비 지원을 통한 본인부담금 비율 축소가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을 받는 인구의 비율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림 5-12.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자료: WHO(201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는 르
완다가 거의 유일하며 91%의 르완다 국민이 국가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
다.239) 그러나 르완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공공의료보험제도의 구축이 미
비하며 이는 환자 개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아프리카 주요국 국민의 병
239) AfricaRenew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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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건부문에 지
출하는 정부 예산은 1인당 8~129달러 규모이며 이는 선진국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이다.240) 이에
따라 2000년 기준 의료비 지출에서 40%를 차지하던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2019년 6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빈곤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개국 중에서도 특히 세네갈의 환자 본인부담금 비
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들은 30%대를 유지
하고 있다(그림 5-13 참고).241)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보험 시장이 발달한 선진
국과 달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 국가들은 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
문에 의료보험 등으로 비용을 대체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림 5-13. 국별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Out-of-pocket) 추이
(단위: %)

자료: WHO(2021w), “UHC Service Coverage Index(SDG 3.8.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240) Gatome-Munyua and Olalere(2020. 10. 13), “Public financing for health in Africa: 15%
of an elephant is not 15% of a chick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9).
241)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기준 본인부담금 비율이 32.5%로 추산되고 있으나 민간보험 등으로 대체
되고 있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환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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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공공의료를 제
공하는 정부기관의 재원 조달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프
리카 국가들은 2001년 정부 예산의 최소 15%를 헬스케어에 배분하는 데에 동
의했으나 2016년 기준 이를 이행하는 국가는 니제르, 보츠와나, 부르키나파
소, 말라위, 르완다, 그리고 잠비아 등 6개국에 그치고 있다.242)

그림 5-14. 2017~1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비 부담 주체별 비율
(단위: 10억 달러, %)

자료: Development Initiatives(2020), “Aid spent on health: ODA data on donors, sectors, recipients,” p.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3).

242) AfricaRenew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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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필요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보험을
조성하기에는 정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feagwu et al.(2021),
Kutzin(2013) 등이 제기하듯이 보편적 의료보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더불어 재정과 서비스 전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환자의 본임부담금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재원 조달, 국가 혹은 공공
의료보건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에는 국가건강보험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사회건강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등이 있다(표 5-14 참고). 또한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세수 확충
을 통한 재원 조달, 외부로부터의 재원 조달 방식이 있다.243)

표 5-14. 아프리카 공공건강보험의 종류별 특징과 한계
보험 종류

특징

한계점

직접세, 간접세 등 세수 충당을 통해 운영 세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세 등의
국가건강보험 하며 가입 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 증세에 대한 소비자 부담 증가, 주요 보험
하는 구조
사회건강보험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재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고용보험 형태이며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 16개국에서 전체 보건의료 지출 예산의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움.

3.4%만 충당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험료 납입 하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가
구조

입자들의 모니터링이 요구됨. 또한 역선택
의 여지에 따라 관리 비용이 높음.

자료: Doherty(2019); McIntyre et al.(2018).

243) Ifeagwu et al.(2021), “Health financ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Sub-Saharan
Africa: a systematic re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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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보험 제도는 세수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프리카에서는 대표적으
로 남아공, 케냐, 가나 등이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보험 혜택 수혜에 유리할 수 있으나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특성상
보험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최근 우간다에서도 국가건강
보험제도 입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사회건강보험은 고용보
험처럼 공식적으로 고용된 인력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이나, 이 역시도 비
공식적으로 고용된 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개국의 실정과
는 다소 거리가 있다(표 5-15 참고). Doherty(2019)도 사회건강보험이 국가
건강보험보다 재원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표 5-1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개국의 건강보험체계

국가

보험 형태

개혁 연도

가나

국가건강보험(NHIS)

2005년

르완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 비공식 부문
국가건강보험

탄자니아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비공식, 농촌)

1994년
2001년
-

에티오피아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2010년

우간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1996년

수익 구조
세금 72%, SSNIT 20%, 투자
4%, 보험료 3%, 기타 1%
보험료 66%, 정부 14%,
해외원조 10%, 기타 10%
고용근로자 임금의 6%
지역 주민과 정부의 매칭 펀드
(3~6달러)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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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8%
(2015년)
80%
(2015년)
12%
(2016년)
8%
(2010년)

보험료 70%, 정부 25%,

자료: Fenny, Yates, and Thompson(2018); Haven et al.(2018).

보험 인구

7.5%
(연도 미상)

-

1% 이하
(2016년)

재원 조달 방식, 재원 관리주체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가마다 다
르지만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나, 르완다, 케냐, 세네
갈 등에서는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244) 이에 따라 보편적 의료
보장을 받는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245) 이렇듯 공적보험에 대한
가입률 제고가 보편적 의료보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
들의 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아프리
카 국가들은 정부 예산 규모가 작고 세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혹은
죄악세(주류세, 담배소비세 등) 등의 간접세를 통한 보건의료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공여국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
으며 외부의 지원 없이는 공공의료보험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
하고 있다.246)
반면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은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 경제에 종사하는 노
동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큰 장점으로 가나, 르완다, 세
네갈, 에티오피아 등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다.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지
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도입 후 외래 환자가 증가했으며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감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247) 가나와 세네갈 등에서는 기본이 되
는 일반적 모형에서부터 공공의료보험을 조성한 뒤 강화된 모형을 거쳐 국가단
위 모형까지 확대한 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가입을 주도하고
있다.248)

244) World Bank(2016).
245) Nguyen, Rajkotia, and Wang(2011).
246) Chemouni(2018).
247) USAID(2015. 6), p. 7.
2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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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의 단계별 특성

자료: Wang and Pielemeier(2012).

그러므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도의 보험 보장
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 감소, 보장 인원 확대, 보장 범위 확대라는 3가지 핵심
적 요인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중점협력국 보건의
료 사업 논의 시 프로젝트 기반의 원조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WHO의 2018년 자료249)를 기준으로 산
출했을 때, 1인당 보건의료 본인부담금 비용은 평균 8.5~32달러 규모이며 기
초 보건의료, 모자보건, 감염성 질병 치료, 영유아 백신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
다.250) 그러므로 특히 빈곤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에서 중요한 사항
은 해당 집단의 보험 가입 보장을 통한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공공의료보험 제공에서도 빈곤 및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
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원조 재원과
249) WHO(2018).
250) 보건의료비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지원, 민간 지원, 공여국 정부ㆍNGO 등 외부 재원, 보험사 지급
및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1인당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1인당 연간
평균 보건의료비용과 곱한 것을 토대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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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공의료보험 재원의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접종,
모자보건, 주요 질병 치료 등 핵심적인 사항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장 범
위를 넓혀나가는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건의료 원조도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OICA에서는 가나 보건부
와 함께 가나 볼타지역 건강보험제도(KOFIH) 및 전산플랫폼 개설을 위한 원
조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가입률 확대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 단위 보험 가입을 권
장하였고 이는 보험재정 증가,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251)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창배, 정기택(2018)은 의무적 보험가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인보다
는 집단 가입 확대를 유도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보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
료기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 될 것이다.
한편 국가 주도의 공공 의료보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성과기반 재원 조달(PBF: Performance-Based Financing), 개발성과연계채권
(DIB: Development Impact Bonds),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s) 등과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252) PBF는 2005
년 르완다정부에서 보건소 및 병원에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으
며 빈곤층의 병원 이용률을 높이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253) 즉 보건소 혹은
251) 전창배, 정기택(2018).
252) Effiong, Nwoko, and Okeke(2021. 2. 7), “The future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Afric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9).
253) Skiles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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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기초보건 혹은 성생식모자보건 분야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할 경우, 정부에서 환자 1인당 일정 규모의 비용을 인센티브로 제
공하는 방식이다. DIB는 SIB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달성한 성과 목표에 대해 정부가 이자와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상
환하는 제도이다.254) SIB가 영국을 시작으로 선진국의 공공사업 재원 조달 방
식으로 소개된 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재원 조달 방식이 보건의
료 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255) DIB와 SIB의 차이는 DIB가 해외 자본을 포함
할 수 있는 반면 SIB는 국내 자본만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256) DIB가
다른 재정 투자 방법에 비해 선호되는 이유는 정부나 원조기구가 아닌 민간 자
본을 이용해서 시장 실패를 레버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
서도 성과가 충분할 경우 그에 비례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할
유인이 충분하다. 아프리카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혹은 공공 보건의료 보험시
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성과연계 투자를 촉진하되, 민간 부문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지 기관과의 매칭 펀드 등을 활용해서 개발성과연계채권
이나 성과기반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점협
력국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인 PharmAccess
재단과 CarePay의 사업 전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PharmAccess 재단
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케냐,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보
험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인
m-Tiba는 CarePay, PharmAcess 재단과 Safaricom 간의 협업을 통해 운
영되고 있다. PharmAccess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부문 공급자 및 수요자의 재
정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의료시설 대출 서비스, 민간 보건의료
254) 김갑래(2012).
255) Clarke, Chalkidou, and Nemzoff(2018).
2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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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투자 등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257) 특히 PharmAccess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주
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비
용 최소화, 비공식 부문 경제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전략을 사용했
다. 또한 보험제공업체와 보험시장이 형성된 지방정부를 사업에 포함시킴으로
써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한
편, 현지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의 공여금을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병원 이용
률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병원에서 분만하는 산모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여사업에서도 지역단위 보험료 보조를 통해
본인부담금 감소, 병원 이용률 개선, 그리고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관협력사업 확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건의료 정책 확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공공보건 인프라 및 의약품 공급 부족과 함께 재정적ㆍ인적자원의 여력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258)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198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은행, IMF 등 다자기구들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의 공급효율성 증대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 감소를 유발했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는 계기가 되었다.259) Foster(2012)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말라위, 에스와

257) PharmAccess, “Who we 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58) Whyle and Olivier(2016).
259) Streeflan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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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 잠비아 등 3개국만이 아부자 목표인 정부재정지출의 15% 이상을 보건의
료 부문에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특히 빈곤
층은 비공식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260)
그러나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민간 부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오히려 공공 부문보다 넓어졌고 서비스 품질도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주요국뿐 아니라 공여국 차원에서도 민간 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스위스 등은 NGO의 공여 비율이 전체 공여
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도 국내외 시민사회(CSO) 참여를
통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261) 아직까지 정부 등 공공 부문의
ODA 공여비율이 가장 높지만 NGO 등 민간 부문의 공여 비중도 19%(2018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그림 5-16 참고).

그림 5-16. OECD/DAC 부문별 보건의료 분야 공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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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velopment Initiatives(2020), “Aid spent on health: ODA data on donors, sectors, recipi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3) 재인용.

260) Whyle and Olivier(2016) 재인용.
261) UKAid, “About UK Aid Dir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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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KOICA, EDCF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보건의
료 분야 원조를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NGO 등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보건의료 부문 공여를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민
간 기관 및 시민사회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을 더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병
원 건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및 사후관리 지원, 의료정보 시스템 보급, 의료
인력 양성, 보험시장 진출 등 범위가 넓고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관협
력 및 민간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등이 정의
하는 “공공재 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업체 간 장기 계약을 맺
어 민간이 관리, 위험을 질 뿐 아니라 성과에 따른 수익을 가지는 형태”로 한정
한다.262)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관협력사업
은 크게 병원 건설사업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인프라 기반 모델, 의료서비스 모델, 통합 모델 등 3가지로 구
분되고 있다(표 5-16 참고).

262)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14),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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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보건의료 서비스 민관협력사업 주요 유형별 특성
분류

인프라 기반 모델

PPP 모델

인프라, 재원 조달, 부대시설

구성 요소

서비스(카페, 세탁 시설 등)
민간 파트너는 계획, 건설,

민간

재원 조달, 건물 유지보수

파트너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책임

부대시설 건설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음.

사업 수행
방식

DBFM, DBFMO, DBOT,
PFI, 인프라 PPP,
Accommodation model

의료서비스 모델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서비스 전달
효과

인프라, 재원 조달,
부대시설, 의료서비스

민간 파트너는 구체적인

민간 파트너는 계획, 건설,

의료서비스(의료 지원,

재원 조달, 건물 및 시설

특성화된 서비스 등)를

운영/유지보수,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계약 체결

및 부대시설 서비스 공급
DBOD, 의료서비스 PPP,

실행 및 관리 조달

통합 PPP, 민관 통합

계약(O&M)

파트너십(PPIP), Alzira
모델

인도, 동남아 등
예시

통합 모델

복합적인 사업 방식이며

헬스케어 PPP 사업의 가장

특수한/구체적인

국가와 소득 수준과

일반적인 모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수요 증가

적용된 모델

중간

높음

낮음

주: DBFM: Design Build Finance Maintain, DBMFO: Design Build Finance Maintain Operate, DBOT: 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자료: Abuzaineh et al.(2018. 1).

병원 등 인프라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 파트너가 건설사업만 과업범위
로 가지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방식도 DBFM(Design-build-finance-maintain),
DBFMO(Design-build-finance-maintain-operate), DBOT(Design- buildoperate-transfer),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방식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파트너 사이에 장기계약이 주로 체결되며 병원 운
영 실적이 민간 파트너의 수익에 연계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으로서도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DBFOM, PFI 등 공공 부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이 완공, 운영 단계에서 위험 부담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서는 선호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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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민관협력 모델은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이다.263) 레소토정부는 퀸 엘리자베스 2세 병
원을 건립하면서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했다. 그 후 정부와 병원 측은
건축비, 연간 운영비 등을 계산하여 병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하였
다. 민간이 의약품 전달 및 진료 등 기술적인 측면을 부담하되, 정부가 병원 운
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면 되
는 형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레소토정부는 병원의 의료 품질에 대한 연간 평
가를 통해 병원 운영을 재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의료의 질 저하라
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llowell(2019)이 밝히듯이 보건의
료 민관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 역량이 매우 중요
하며 정부의 역량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에는 주로 O&M 방식이 많이 이
용되는데 구체적인 의료 수요가 있는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주로 도입되었
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예컨대 질병부담은 이제 감염병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외상질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현지 수요를 파악한 보건의
료 서비스 공급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통합 모델은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를 민
관협력사업을 통해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이나 재원 부담, 수익 모델 미창출 등
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에는 아직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모델이다.
민관협력사업 형태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책임성 정도는 [그림 5-17]과 같다.
공공의 책임이 가장 많은 형태는 DB(Design-Build) 형태로 민간 부문에서 계
획 및 건설 후 공공 부문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민간의 책임성이 가장
큰 PPP 사업 형태는 BOO(Build-Own-Operate)이며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야 하는 형태이다.
263) Hellowel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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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민관협력사업에서 공공과 민간 참여 정도

자료: 정창구(2015), p. 3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내 민관협력사업은 아프리카 의료
용품 공급 플랫폼(AMSP: Africa Medical Supplies Platform)이 있다. 아프
리카 대륙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용품 구매 창구를 구축하기 위해 짐바브웨 기
업인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AMSP는 현재 방역물품, 의료용품 판매자와 구
매자 간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백신획득 태스크팀(AVATT:
African Vaccine Acquisition Task Team)이 발족하였으며 코벡스 퍼실리
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
카수출입은행을 대신해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아
프리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방역 및 백신 구매 플랫폼이 형성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관련 수요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 아프리
카수출입은행 등 아프리카 내 다자기구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노바티스 등에서
도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보건의료 수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이 상기 채
널을 통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물품이 부족했던 2020년
에 한국정부가 다자간 협력을 통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을 지원했던 사례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 협력 효과성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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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 민간섹터의 참여 확대에서 현지 민간기관은 의료 역량, 비즈니스 역
량, 재정적 역량 등 3가지 부분에서 격차(gaps)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
카 현지 보건의료 민간기관의 비즈니스 역량 개발을 위해 PharmAccess 재단은
상기 3가지 부분에 대해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264)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ICT를 활용한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일원
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지역 보건소가 분절되어 있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행정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을 계기로 신속
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진단 및 치료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사
회에서의 발병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중앙정부의 정보가 지역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인 행정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 전략의 실행에 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와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265)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의 국별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중점협력국 중에서도 에티오
264) Belt et al.(2021).
265) Fitch Solution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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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의료시설 접근에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국민들의 비율이 높다(그림 5-18 참고). 가나나 세네갈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접근 시간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의료시설 접근성이 30분 이내인 국민
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비율 역시 낮
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 봉쇄 및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한 것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모바일 보건의료 서비스인 mHealth 등을 통한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계
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41개국이 이미 디지털 보건 전략을
수립했으며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인프라 등을 마련해 가고
있다.266) 특히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5만여 명에 이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에서는 WHO의 권고 수준인 의사 1인당 환자 수 600명에 이르려면 보건의료
시설 및 의료진 수가 급격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 및 비용 측
면에서 쉽게 달성하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서 ICT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이 각광을 받고 있다.267) 특히 ICT 기술을 이용한 보편적 보건의료 보장
(UHC)이 모든 주체에게 이점이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개
발협력 전략에서도 모바일 앱, 모바일 진단 등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17 참고).

266) Holst et al.(2020).
267) Faruk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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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노년층의 의료시설 접근 시간 분포
(단위: %, 분)

자료: Geldsetzer et al.(2020),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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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ICT 기술을 이용한 보편적 보건의료 보장(UHC)의 주체별 이점
주체
환자

보건의료기관

UHC 납부자
정책 입안자

이점


국가 보건 프로그램 등록



헬스케어 지갑*



본인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의료비 납부의 편의성



재정지원 접근성 개선



품질 개선



의료기록 등 자료 접근성



안전한 납부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 자료 접근성



동일 플랫폼을 통한 이해관계자 연결



보건의료 자료의 분석, 관리 용이

주: * 본인의 의료 기록 정보를 본인 소유의 모바일기기 혹은 전자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서비스.
자료: Morgan(2020).

가. 모바일 진단과 정보 전달체계
제7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통과된 16개 결의안을 살펴보면 모바일 및 디
지털 헬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 6개국(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케냐, 탄자니아)은 독일개발은행(KfW)과 BernhardNocht-Instutude for Tropical Medicine의 지원을 받아 벡터 기반 질병 모
바일진단 실험실 설립사업을 추진했으며 각국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중보건실
험실(NPHLs)을 거치지 않고도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동아프리카 실험실 네
트워크를 형성하였다.268)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CDC 산하 지역 센터(RCC)
의 설립 및 운영도 아프리카 내 질병 진단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
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각국도 좀 더 빠른 질병 진단 및 대응을 통해 IHR 점
수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인 검역, 추적, 실험실 진단체계를 개선하고자 하

268) Affara et 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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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결핵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
하는 질병을 진단하는 모바일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해외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말라리아 진단시스템도 개발되었다.269) 이
렇듯 모바일 진단기기 및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병의원 시설이 미비한 아프리카 농촌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
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그림 5-19]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보건의
료 데이터 통합 정도가 낮은 편이므로 보건의료 정보의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는 특히 공공 보건의료 정보 전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
태를 추적할 수 있고 (환자의 동의하에) 병의원-약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
능해진다.

그림 5-19.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 정도

자료: GHS Index(2021b), “Report & Data: 2019 Data Mod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69) Oliveira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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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
은 국가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전자정보
를 이용한 개인정보 등록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구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부
여와 같은 한국식 주민등록체계의 전수보다는 환자식별번호 생성 및 부여, 추
적 방식의 전수를 통해서 개별 환자에 대한 추적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CT 기술의 활용은 환자코드의 생성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
역별 특정 질병의 발현 및 조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보건의료 정보서비스로
는 케냐의 Nurse in Hand(사고 및 응급상황을 알리면 지리 정보에 기반하여
근처에 있는 병원 및 경찰 관계자가 정보를 취득하고 출동하는 형식의 블록체
인 기술 활용), 탄자니아의 Aid.Tech(소외계층 임산부 지원사업), 짐바브웨의
FlexFinTx(FlexID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와 같은 사업들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의약품의 투명한 관리 및 전달,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
에 따른 표적화 사업 등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아프리카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 정보서비스, 실시간 추적 서비스 등의
시스템 전수 협력, PPP 사업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협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간 이동제한 및 봉쇄 조치가 빈번하게 취
해지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병의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지역 내 보건소에서 진
단기기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국가들의 수요에 맞춰 진단기술의 상용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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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실시간(Near real-time) 의료물품, 제약 공급망
관리27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의약품 공급망
은 [그림 5-20]과 같다.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 또
는 국제 NGO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다. 국가 내에서도 의약품 공급망이 국가지역-도-시군 단위 순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급망을 통해서 마을 단위 보건
소 및 약국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의약품
공급관리망이 인프라 부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을 단위에서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다소 취약하다. 현재의 물리적
인프라 수준에서 의약품 공급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
한 의약품 재고 관리를 공급망 개선을 통해 실현하기는 어렵다.
Agarwal et al.(2020)은 이처럼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약품 재고 부족 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보건인력
의 적극적인 재고 정보 제공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약품 재고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
역 보건소의 의약품 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절차는 [그림
5-21]과 같다. 모바일을 이용한 재고 부족 물량 보고는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271) 각 보건소에서 보고된 자료들은 중앙 서버나 웹페
이지 등에 집계되며 이때 대시보드 등이 활용된다.272) 인터넷이나 재고관리 시
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서는 문자나 모바일을 이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73)
270) “African healthcare systems are in an arms race with a rising fake medicine problem”
(2019. 4.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2).
271) Chandani et al.(2017); Mikkelsen-Lopez et al.(2014); Stanton et al.(2016).
272) Barrington et al.(2010); Chandani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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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개발도상국 의약품 공급 체인

자료: Pisa and McCurdy(2019) 재인용.

그림 5-21. 지역사회 의약품 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재고 관리 절차

보건소 보건 인력의
재고 데이터 수집

➡

각 보건소에서
수집된
정보의 집계

➡

중앙부처 보건 공무원
모니터링 및 대시보드 작성

➡

재고 부족(혹은 예상 부족)
물량을 토대로
의약품 분배 계획 재수립

자료: Agarwal et al.(2020).

그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를 통할 경우 각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역시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보건소
인력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동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
가 많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실수로 부족한 물량이 실제와는 다르게 보고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District) 단위의 관리자
273) Agarwal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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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자가 지역사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274) 또한
우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부처인 보건부가 각 지역 담당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의약품 재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275)
Agarwal et al.(2020)은 이 외에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식, 인적자원의 활용
과 인센티브 부여, 기술적인 요소(디지털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디
자인 등도 모바일을 이용한 의약품 재고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고 밝히고 있다.
문자와 모바일을 이용한 보고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사
우디아라비아 사례276)를 참고해 볼만하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블록체인 기
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추적, 공공서비스
제공, 토지 등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약품 실시간 관리는 보건의료 정보의 시스템 통합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시군의 의약품 수급 현황, 의약품 수요 현황 등이 보건의료정보시스
템(e.g. 모바일 보건지갑 등)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특정 지역의 의약품
재고 역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의약품을 수요에 맞게 공급함으로써 의
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74) Chandani et al.(2017).
275) Asiimwe et al.(2011).
276) UNCTA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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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음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왔는데,
2000년 2억 1,20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24억 6,300만 달러로 무려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표와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가입 이후부터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1억 5,800만 달러에서 2019년
에는 5억 1,600만 달러로 3.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전체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에서 2019년에는 21%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여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이를 계
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아프
리카 개발원조 대부분은 보건의료, 농업,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왔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보건의료에 대한 원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질병은 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유로 보건의료가 개발이슈의 핵심을 차지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점협력국가들에서 두드러지는
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 비중(2019~20년 예산액 기준)을
보면, 탄자니아(46%), 우간다(40%), 세네갈(38%), 가나(32%)로 집계된다. 아
프리카는 보건의료 ODA 수요가 워낙 높은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
면서 이 분야에 대한 ODA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원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3기(2021~25년) 국가협력전략
(CPS)에서도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PS는 한국의 개
발원조 전략에 부합하는 중점지원 대상국과 중점협력 분야를 주기적(5년 단위)
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원조예산이 배분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결핵, HIV/AIDS 등 여러 질병이 아직까지도 기
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이 위
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대처능력을 크게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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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넘은 수준이다. 이는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아프
리카는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보건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277) 또한 아프리카의 보건역량 수준
은 100점 만점 가운데 31.1점으로 세계평균(40.2점)에 크게 미달한다.278) 아
프리카 국가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그만큼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질병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279)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2013~16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
으며 1만 1,000여 명이 사망)와 같은 감염병과 맞서 싸우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국경봉쇄 조치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무역거래가 중단되면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아프리카는 의약품을 거의 전적으로 해
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약품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
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아프리카 ODA
의 전략적 추진방안, 즉 개발협력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제5장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
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보건의료 분야 ODA에서의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
277) “Coronavirus exposes neglect of Africa’s health systems”(202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1).
278) AfDB(2020), “African Economic Outlook 2020: Supplement Amid Covid-19,” p. 3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2).
279) Brookings(2021), “Brookings Africa Growth Initiative: Foresight Africa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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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의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나아가 분야
(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즉 융합사업은 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프로젝트 연계, EDCF와 무상원조 연계, 중점지원 분야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
원조 형태를 의미한다. EDCF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
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
계로는 식수위생 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를 하나
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
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 단계
(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원조의 분산화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5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보
건의료 ODA(2011~19년)에서 한국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많은 클러스터에 재
원을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은 2개 클러스터(인구정
책ㆍ생식보건, 기초보건)에 거의 모든 원조재원을 집중(96.8%)하고 있으며, 스
위스는 3개 클러스터(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에 원조재원의 90% 이상
을 배분하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원조전략에서 집중과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
나는데, 2개 클러스터(인구정책ㆍ생식보건, 기초보건)에 보건의료 원조자금의
대부분(98.2%)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반보건(21%), 기초보건
(34%), 식수위생(33.8%), 인구정책ㆍ생식보건(11.1%)으로 여러 클러스터에
걸친 원조의 분산화를 특징으로 한다. 물론 원조 재원의 배분은 공여국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만,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목표 달성 정
도, 한국의 제반 원조 역량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조자금의 배분구조가 바람
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둘째,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멀티바이 원
조사업은 국제기구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공여국의 지원목표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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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하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원조 방식은 공여국의 원조 역량과 경험, 비교우
위 등이 높지 않아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어려운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KOICA의
전체 ODA(2016~21년) 가운데 섹터별 멀티바이 원조 비중(금액 기준)을 보
면, 보건의료 분야가 34%로 다른 분야(공공행정 15%, 교육 27%, 농업 15%)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또한 KOICA의 보건의료 ODA 사업에서 멀티바이 원조
가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을 보면 동아프리카가 38%로 동남아(26%), 서남아시
아(12%), 중남미(3.5%)를 크게 상회한다. 이처럼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
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
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 개발원조사업은 치안 불안과 여러 특수한 상황 발생, 취약한 거버넌
스 등으로 많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
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자기구의 활
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멀티바이 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
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프로젝트 규모도 커지겠지
만 사업지역 역시 넓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멀티바이 원조에 대한 수요 또
는 필요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멀티바이 원조
를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KOICA 등 공여
기관들은 멀티바이 원조 방식을 통해 행정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국내 규
정 및 준수사항(국회제출에 필요한 자료증빙 등)과 국제기구들의 업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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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업무프로세스) 간의 괴리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한국의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어
섰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효과성 제고를 위
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WHO(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글로
벌펀드 등 다자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사업지식, 네트워
크, 다양한 사업 경험, 위험대처 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렛대
(leverage)로 활용하는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양자사업 가
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국제기
구와 함께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
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
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
를 한국 측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선별하여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들의 원조역량과 공조 적합성
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자기구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국제기구 전반에 대한 종
합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 이를 보완하는 상세 평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는 각자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데, MOPAN이 과연 이들 조직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
실이다.
멀티바이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 원조기관과
해당 국제기구 간의 업무협정 마련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규정과 의무사항, 준수절차 등 업무 스타일 면에서 한국 원조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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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멀티바이 원조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제
출할 보고서의 내용과 시기, 모니터링 및 평가(M&E) 가이드라인, 대금지급 방
식과 지급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은 멀티바이 원조
사업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조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획 단계에서의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과 지
식플랫폼(knowledge platfor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기획은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설정한 목표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접근 방법,
추진 일정(로드맵), 예산, 위험관리 및 출구전략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
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보건의료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즉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만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적 요소, 교육 수준, 기초 인프라, 거버
넌스, 문화, 생활환경, 정치사회 전망, 위험요소 등 해당국과 지역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이 포함된다. 원조사업은 수원국과 공조체제(파트너십)를 통해 진행되
는 만큼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해관계자 분석, 위험요인
분석, 위험완화 및 대처방안 등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ODA 사업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의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자
그룹이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건위생 교육,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기획에서는 통합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건의료 ODA 사업의 효과성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프로젝트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통합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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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기본계획 수립(BDS) 등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지식플랫폼(knowledge platfor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
기에는 그동안 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교훈, 위험요인, 사업대상
지역별 특성,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제반 지식과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개발사
업의 성격상 보건의료 분야는 고도의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개별 지식을 체계화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
에서는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 보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건의료 시
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솔루션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기법도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 최빈지역이지만 ICT 발전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현재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인구는 30%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은 간단한 기술에서부터 혁
신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모바
일 폰을 통한 질병예방 및 관리 등 의료교육, 첨단 ICT를 통한 원격진료와 디지
털 헬스케어, ICT 기반 보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예산집행
의 투명성 제고,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및 혈액 공급 등과 같이 보건의료 전반
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
면서 ICT의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경
로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한편, 코로나19 자가진단, 코로나19
대응 통신캠페인, 의약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에도 디지털 기술들이 사용되
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과 관련 기자재의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간다 등에서는 ICT 기반의 재고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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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한 병원과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재고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국제사회의 지원사업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입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국
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의료진단 및 정보전달, 모바일을 통한 의약품 수급 상
황 모니터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교육 및 인적역량 강화, 환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한국의 ICT 기반 보건의료 ODA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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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부록 표 1-1.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aspirations) 및 세부 목표
염원

제1차 10년 이행 계획의 목표
1.1 모든 사람을 위한 높은 생활
수준, 질적 삶의 수준 향상, 높은
복지 수준
1.2 좋은 교육을 받은 시민과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명
1.3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시민

우선순위 분야
- 임금, 양질의 일자리
- 빈곤, 불평등, 기아
- 사회보장, 장애인 보호
- 현대식 주거 및 기초품질 서비스
- 교육과 과학기술
- 보건의료와 영양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1.4 경제와 일자리의 다변화
1.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

- 제조업 주도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 경제다변화와 경기회복
- 관광산업

전에 기초하여 번영하는 아프리카
1.5 사전예방과 생산 증대를 위한
현대화된 농업

- 농업 생산성 제고

1.6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해 - 수자원과 에너지
양경제

- 항구와 수상교통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1.7 지속가능한 기후와 기후 회복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탄력성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

- 물 안보
- 기후 회복탄력성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 재생에너지

2. 범아프리카주의(Pan African- 2.1 통합된 아프리카
ism) 이상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에 기반한 정치적으로 통합된
아프리카

- 통합을 위한 체계와 제도

2.2 세계 수준의 기반시설 구축

- 통화금융제도

2.3 탈식민지화

- 의사소통과 기반시설 연결성

3.1 민주적 가치, 관습, 인권의 보 -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
3.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편적 원칙, 정의, 법치 등의 확립
존중, 정의 및 법치의 아프리카

4.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 인권, 정의, 법치

3.2 모든 수준에서 역량 있는 제도 - 제도와 리더십
와 전환 가능한 리더십 구축

- 참여정치와 지방정부

4.1 평화, 안보, 안정성 구축

- 평화·안보 확보

4.2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프리카

- 평화·안보를 위한 AU의 제도

4.3 온전히 기능하고 작동하는 아
프리카 평화·안보체계

- 아프리카 평화·안보 작동 기능

5. 강한 문화적 동질성, 공통의

- 범아프리카주의 가치와 이상

유산, 가치 및 윤리를 갖춘 아프 5.1 아프리카 문화 르네상스 구축

-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

리카

- 문화유산, 창조적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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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염원
6. 아프리카인(특히, 여성과 청소
년)이 주도하고 아동을 보살피는
인간 중심 발전의 아프리카

제1차 10년 이행 계획의 목표
생활 전반의 완전한 양성평등
청소년과 아동의 역량 강화

7.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와
회복탄력성을 갖춰 영향력을 가진 평화·공존

우선순위 분야
- 여성 및 소녀의 역량 강화
- 폭력과 차별 종식
- 청소년 및 유소년의 역량 강화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위상
- 파트너십

글로벌 행위자 및 파트너로서의 개발재원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 개발원조
아프리카
아프리카

자료: African Union(2021b), “Our Aspirations for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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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적절성

평가기준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는가?

MDGs 및 SDGs 목표 매칭

1, 2차 보건중기전략 지표 활용 여부

보건 분야 중기전략 목표 매칭

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제성 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였는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실시되었는가? (아닐 경우 수원 시행 여부

동일 맥락에서 실현 가능한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최대의 비용 효율성을 비용편익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인당 투입비용 등의 경제성 분석

2-1. 투입요소(예산, 전문성, 시간 등)가 성과 및 영향 목표를 달성함에

1-7. 해당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MDGs 및 SDGs 목표를 설정하였

물 지표를 사업설계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는가?

1-6. KOICA의 1, 2차 ｢보건중기전략｣에 제시된 분야별 성과 및 산출

중기전략(2011-2015/2016-2020)｣ 문서의 전략목표와 일치하는가?

1-5. KOICA의 ｢아프리카 지역협력전략(2012-2015)｣ 및 ｢보건 분야 지역협력전략(국별 보건 분야 목표)

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목표와의 부합성

비용 효율성

현지조사 또는 (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 조사 여부

이해관계자 분석 매트릭스 또는 관계도 활용 여부

부, 현지 담당자 및 기타 공여국/공여기관사업 관련자 면담 여부

보건·사회 지표 활용 여부,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세부적 지표 보완 여

중기 및 장기 개발정책 문건 및 보건정책 관련 문건 명시 및 분석 여부

평가근거지표

기를 구분하여 명시하였는가? 특히 KOICA의 성 주류화 전략에 따라 여 목표(impact) 및 성과(outcome)의 이해관계자 집단별 내용 구분

1-4.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impact)와 성과 달성 시

가?

단별(1차[정부], 2차[지방정부], 3차[사업대상지 주민], n차)로 이루어졌는

1-3. 보건환경의 개선 수요 및 개입 분야에 대한 분석이 이해관계자 집

조사가 거시적(국가)ㆍ미시적(사업대상지)으로 구분되었는가?

접종 인식 등) 보건환경 및

1-2. 수원국의(질병발병률, 사망원인, 의료인 수, 의료시설 접근성, 예방

1-1. 수원국의 중장기 보건의료 분야 개발정책을 고려하였는가?

세부질문

국제사회의 개발

개발전략과의 부합성

사업 기획기관

보건환경과의 부합성

수원국의 개발정책 및

평가항목

부록 2. 기획 평가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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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평가기준

위험관리 계획

지표 설정의 적절성

논리적 근거

예산 구성의 적절성

평가항목

평가근거지표

현지 조사비, 관리비, 예비비 등의 비율

비스, 3차: 전문적인 진단 및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급)

지표 구분 여부(1차: 예방, 보건 교육 등, 2차: 전문의보다 전문화된 서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기초선 조사의 정확성, 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른

(result chain),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 등의 활용 여부

대안 시점 명시 여부

3-7. 가정(Assumption)변수가 변경될 경우 사업예산, 기간, 내용 등의
변경을 통해 목표달성이 기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응대책 또는 후속조치 대응대책 또는 후속조치의 구체적 명시
를 마련하였는가?

Killer Assumption, Assumption Matrix, delay model 등의 활용 여
3-6. PDM의 가정(assumption)을 설정할 때 외부요인과 사업 수행인 부, 위험분류별 위험 파악 여부(위험분류: ①외부환경 위험: 정치적 불안
력의 안전, 수행 역량, 물류, 사업 수행주체의 신용 등의 위험을 파악할 정, 환율, 분쟁 등의 상황적 요소 ②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요소, ③기관 위험: 수행기관,
총괄기관, 사업 파트너 등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요소)

시점을 명시하였는가?

3-5. 사업 종료 시점까지 성과 측정이 불가할 경우 측정이 가능한 대안

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지표를 구성하였는가? 해당 주기는 불필요한 사업 변경을 지양하도록 적 PDM의 성과지표 달성률 표기 주기

3-4. 산출물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성과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 또는 실기 시험 등을 수행하였는가?)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예: 보건인력 역량 강화의 경우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 여부

3-3.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 지표를

촬영의 비용, 시간, 질병 발견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CT장비 도입 이전 기초선은 CT 촬영 횟수가 아닌 기존 장비(엑스레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가?(예:

3-2.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보하였는가?

3-1. 사업 기획 시 문제 분석과 목표 분석을 통해 논리적 타당성을 확 문제나무(Problem Tree), 목표나무(Objectives Tree), 결과사슬분석

을 위한 현지조사 인력 및 조사기간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2-3. 예산 내역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사업 목표 달성

2-2. 경제성 분석을 위해 수혜자의 범위(인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수혜집단별 수혜 인원 수 명시 여부

세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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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일관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평가기준

내부적 일관성

외부적 일관성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및
수혜집단의 참여도

사업관리 계획

평가항목

세부질문

평가근거지표

예산안상 위험관리 항목 구분 여부

출구전략 기재 여부

5-3. KOICA가 해당 국가에서 기수행한,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KOICA가 수행한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사업의 검토 여부
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5-2. 수원국의 정부 또는 관련 단체가 사업지역 및 수원국 전반에서 수
수원국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수행사업 정리 및 분석 여부
행하고 있는 유사사업을 검토, 분석하였는가?

5-1.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사업지역 및 수원국 전반에서 수행하고
타 공여국/공여기관의 사업 정리 및 분석 여부
있는 유사사업을 검토, 분석하였는가?

4-5. 사업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계획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계획 여부
이 수립되었는가?

4-4. 출구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4-3. 수원국 주도의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요원,
보건부 직원, 보건예산 담당자 등의 역할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 업무분장표
는가?

4-2. 수혜집단이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혜자 및 소외집단과의 소통 방법, 모니터링 회의 횟수 등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가?

4-1. 기획조사 조사단의 구성이 분야 전문가, 현지 전문가, 사업수행 전
조사단의 구성 정보
문가(KOICA 직원), 현지 이해관계자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3-11.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배치계획 및 예
모니터링 예산, 인력명시 여부
산을 포함하였는가?

3-10.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체계가 수립되었는가(누가, 누구에 집행률 및 애로사항 등 사업관리를 위한 수원국 담당자, PMC 관련자,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로)? 보고 주기는 정기적이며 적절하게 설 총괄기관 담당자 등의 보고체계 수립 여부,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주기
명시 여부
정되었는가?

3-9. 위험관리 및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였는가?

3-8. 타 공여국/공여기관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 검토를 통해
타 공여국/공여기관에서 제시한 리스크 내용 활용 여부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부록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부록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23%)

17

동남아(37%)

32

미주(41%)

23

유럽(20%)

11

동지중해(32%)

21

아프리카(40%)

29

세계 평균(35%)

24
0

5

0
6

0

13
4

6

4
9

2
9

2

9
5

10

15

5~25% 붕괴

20

25

26~50% 붕괴

3
30

35

40

45

50% 초과 붕괴

자료: WHO(2021. 4. 22).

부록 그림 3-2.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필수 백신 접종 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24%)

7

동남아(13%)

13

미주(55%)

27

유럽(22%)

22

동지중해(24%)

20

아프리카(48%)

31

세계 평균(37%)

23
0

8

8
0
18

3

10

0
10
8

10
5~25% 붕괴

20

7

5
30

26~50% 붕괴

40

50

60

50% 초과 붕괴

자료: WHO(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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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3.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감염병 의료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36%)

21

2 13

동남아(34%)

21

4

미주(49%)

29

유럽(34%)

17

동지중해(26%)

16

아프리카(36%)

23

세계 평균(36%)

21
0

9
9

11

7

8

2
6

7

7
10

8

20

5~25% 붕괴

11

30

26~50% 붕괴

40

50

60

50% 초과 붕괴

자료: WHO(2021. 4. 22).

부록 그림 3-4.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비감염성 질환 의료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49%)

26

동남아(31%)

16

미주(41%)

19

유럽(30%)

14

동지중해(26%)

13

아프리카(43%)

25

세계 평균(37%)

19
0

7

16

14
8
7

15
9

8

5
12
8

10
5~25% 붕괴

20

6
9
30

26~50% 붕괴

40
50% 초과 붕괴

자료: WHO(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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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부록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정신질환 관련 의료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45%)

37

동남아(36%)

19

미주(60%)

32

유럽(41%)

28

동지중해(24%)

8

아프리카(53%)

20

세계 평균(45%)

23

5
9

2

8
17
7

8

11
5

8
18

14
13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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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25% 붕괴

30

40

26~50% 붕괴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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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붕괴

자료: WHO(2021. 4. 22).

부록 그림 3-6. 코로나19 이후 대륙별 소외 열대질병 관련 의료서비스 붕괴 비율
(단위: %)
서태평양(38%)

26

동남아(48%)

20

미주(47%)

5

유럽(36%)

24

동지중해(46%)

8

아프리카(46%)

19

세계 평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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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HO(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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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Africa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oung Ho Park, Munsu Kang, Yejin Kim, Kyu Tae Park, and Young-chool Choi

One of the main changes in Korea’s foreign affairs in recent
years is the expan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specially in Africa, which is rapidly expanding. Korea’s ODA to
Africa in 2010 was 15% of its total ODA, and it rose to 25% in 2019
as Korea emphasized its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Korea’s expansion of ODA and solidar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to respond to COVID-19 are related, the expansion of
ODA in the African healthcare sector is anticipated to continue.
This study analyzed feature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Africa in an
effort to suggest various pla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are based on an evaluation of Korea’s ODA project design to enable the effective provision of ODA.
The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five major diseases in Africa and various features of the healthcare
sector, such as infrastructure,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ance,
and policies. The five main diseases in Africa that cause death or
burden of disease are neonatal diseases, HIV/AIDS,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diarrhea diseases, and malaria, and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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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ere found in Korea’s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Ethiopia, Ghana, Senegal, Uganda, and Tanzania. In these five
countries, heavy funding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aused rapid declines in infection rates of, for example, HIV/AIDS
and malaria, whereas neonatal condition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hich have not received similar levels of funding, have exhibited either slow declines or increases. In the case of neonatal
conditions, it is essential to have healthcare personnel who can
manage births and newborns, but deaths and the burden of disease
from neonatal conditions are high due to a lack of healthcare
workers. In the case of cardiovascular diseases, deaths and the
burden of disease have increased in Africa due to increased vascular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as well as
overweight and obesity rates. In Africa, most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go undiagnosed due to underdeveloped healthcare services, accessibility, and technology, and
few diagnosed patients are treated and managed.
There is evidence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s in Africa’s
healthcare sector in general and in Korea’s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particular are in a very poor situation. There are poor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vailability of medical equipment,
communication with medical workers in the event of a public
health crisis, and health capabilities in primary healthcare hospital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the five countries have either no
quarantine system or a poor one. For example, they struggle to
meet quarantine obligations, perform regular quarantining, and
maintain a system related to quarantine detection and response.
Yet healthcare governance of Afric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ealthcare norms is at a level similar to the world average.
Many countries in Africa, including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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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s, have national healthcare plans, high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and high financial support
against health emergencies. In addition, laboratory diagnostic systems and governance related to public health prepar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have shown rapid growth.
The healthcare-rel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clude comprehensive healthcar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reductions in infectious diseases, health improvement, and
welfare promotion, such as a reduction i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eradication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IV/AIDS and
malaria; reduction in early death due to non-infectious diseases;
reduction in health-threatening external factors, such as drug
abuse, traffic accidents, and pollution; and adherence to polici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gard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IV/AIDS, viral hepatiti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imilar to the SDGs, Africa’s Agenda 2063 health strategy
includes comprehensive healthcar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reducing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reducing infectious and
non-infectious diseases, and improving healthcare systems. The
healthcare strategies of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clude
specific plans to provide quality healthcare services and increase
access to these services. While the health strategies of U.S. and
global funds, major donor countries, and donor organizations have
centered on prevention, detection, and infectious disease response, the United Kingdom’s health strategy has focused on improving public health and responding to global health threats.
Chapter 3 examines Korea’s African healthcare strategy and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the health sector, and on the basis of
this, conduc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ODA provided to the
health sector in Africa from an ODA project desig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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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the scale of its aid to Africa by establishing a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the highest level of its ODA strategy. Along with expanding
the scale of ai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have
undergone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as more diversified and
diverse partnership strategies for African cooperation have been
proposed. As demand for healthcare cooperation increased due to
COVID-19,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troduced the ABC Program to strengthen its ability to prevent and
manage infectious diseases and improve quarantine cap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immediate response to
COVID-19.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lso prepared
healthcare infrastructure support strategies, such as disease management system support, hospital construction, and supply of
medical equipment through the Post-Corona EDCF Strategy, and
introduced an emergency loan system that can operate at low interest rates.
Korea has provided a total of $670 million to the African healthcare sector over the past decade, reflecting approximately a fourfold increase from $12 million in 2011 to $47 million in 2019. The
main areas of support have been different for each partner country, with western coastal countries Ghana and Senegal focusing on
drinking water hygiene and eastern countries Ethiopia, Uganda,
and Tanzania focusing on general health. When divided into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target codes, in the case of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projects undertaken by Korea, the
number of cases of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in recipient countries is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witzerl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neral health,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i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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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lmingly high at 94.1% of projects. Conversely, in the case of
Switzerland, the proportion of cooperation with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is 58.8%, indicating a strategic focus on health
research. In the case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population
policy projects, the proportion of cooperation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multi-purpose organizations
is relatively high, but there has been little coope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or private institutions. Nevertheless, about half of
th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public institution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nvested $43 billion in
African aid for healthcare, evidence indicates that it is carrying out
projects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NGOs, private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Recently, as COVID-19 has amplified the importance of countries’ health and hygiene and ability to respond to health emergencies, the demand for aid in the healthcare sector and the scale of
support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healthcare system under the operation of a simple
project unit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the project experience and Korea’s present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to determine if they reflect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Africa’s healthcare sector. Project design is foundational work that can minimize variabl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 stage of a project.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give signal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rough business linkage between the recipient
country and other donor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accessibility and disclosure of data, the evaluation target was limited to KOICA’s projects from 2011 to 2019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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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cluding healthcare under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he evaluation criteria comply
with the OECD DAC’s evaluation criteria, but the evaluation items
were adjusted to reflect the areas that the researchers regarded as
outliers for effective project design. In addition, healthcare includes multi-layered factors, such as finance, infrastructure, manpower, and system, and since these factors interac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similar projects were cluster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e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appropriateness of indicators for African
countries’ government policies or strategies of project implementation agencies were considered carefully in the project design stage across all clusters, while efficiency, effectiveness, influence, and sustainability aspects were different for each cluster. In
particular, cooperative project clusters conducted joint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ceived higher scores in general on all
items than those conducted directly by KOICA. Especially in the
case of efficiency, they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rough a project utility analysis conducted in
advance. Popula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clusters directly implemented by KOICA achieved low scores in term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influence, and sustainability, indicating that
risk managem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onsistent project
design procedur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However,
the analysis indicated that KOICA has already agreed about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a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systematize project design, and the risks arising from the planning
stage are expected to improve in the future.
There may be a gap between development demand and supply,
and Chapter 4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emand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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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n the African healthcare sector. This chapter outlines
the demand analysi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in Africa entailing decision tree analysis and text mining techniques. The results of the decision tre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analysis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health needs of each type of African country. First,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that can be used in carrying out ODA projects in
the health sector ar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indicators.
These indicators are the variable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expectancy prediction and directly affec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DP per capita. Second, in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64 years old, but if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reduced to 28 per 1,000 people, life expectancy is estimated to increase by about nine years. To lower the
infant mortality rate, various health ODA projects are needed in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Third, when African countries
were classified by the decision tree analysis, the group with the
lowest life expectancy was only 54 years old. These groups are
characterized by countries with higher infant deaths than 56.5 per
thousand and higher maternal deaths than 723 (per 100,000 population). There is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healthcare projects to reduce infant and maternal deaths.
The subsequent text mining analysis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health ODA demand for each detailed area. In the future, African
health demand is expected to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demand to reduce infant and child deaths and maternal
deaths will persist. The need to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is
also related to the pregnancy process of mothers. This continues to
be a problem in Africa, suggesting that health ODA projects that
can solve this problem should increase. Second, there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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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 demand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HIV infection.
Since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HIV/AIDS patients are in
Africa, there is a need for ODA health projects to prevent HIV
infection. Third, there will be a rising demand for water at the
group (village, school, etc.) level. The demand for water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insufficient water and sewage facilities in
Africa and environments in which clean drinking water is difficult
to obtai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providing steady
support for drinking water hygiene. Fourth, policies, such as case
management, are also needed for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alaria and tuberculosis. Fifth, there will be a growing demand for
nurses, which mainly emphasizes the need for nursing education at
local hospitals. This is a problem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nursing personnel, especially at local hospitals. Sixth, there will be
an issue of training facilities and manpower at the community
level. Seventh, is there is a demand related to governance in the
healthcare sector.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budgetary
problems and governance related to healthcare. These can be said
to be problems that can improve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health services.
Among the above seven demands, infants, three major disease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and drinking water hygiene
have already, for many years, received considerable investments
and are of great interest to Africa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areas of supplying formal health education, facility improvement, and healthcare workers’ training at the
community level and healthcare governance were recognized as
relatively less important than the demand side.
In Chapter 5, the contents analyzed in Chapters 2, 3, and 4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develo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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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romotion plan for Korea’s African healthcare ODA.
Although the healthcare environment has improved in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there is still a high burden of disease, especially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Consequently, the demand for improvement in the healthcare and communication system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U.S.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 (USAID) and the 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
(AusAID) have identified healthcare governance as a risk factor
that may occur in partner countries, and they continue to monitor
the healthcare communication system in terms of risk management
plans. However, Korea mainly provides support for basic health
and maternal reproductive health.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local healthcare governance as well as
the existing fields supported by Korea. There is also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access to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Meanwhile, African countries have consistently spoken out since
the 1974 Bucharest Conference, and the African Union specified
strategies for improving healthcare through partnerships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combat three major diseases—namely, malaria, HIV/AIDS, and tuberculosis—in the 2006 Abuja Declaration.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joint cooperation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in areas other than these three major diseases and maternal reproductive health, such as eradica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Further, the African Union
values linking the SDGs to healthcare goals and aims to achieve
major goals, such as the Maputo Action Plan; the African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nd Promotion Framework; and African
Health Strategies by 203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mphasizes access to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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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services, strengthening efficiency in delivering healthcare services, and protecting Africans from public health crises,
and goals such as the Triple Billion targets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ly. It also emphasizes targeting, life-cycle approaches,
and approaches tailo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prevent
the segmentation of diseases. As a result, demand for cooperation
in major healthcare areas by life cycle is increasing, without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the three major diseases, and cooperation in other important areas, such as nutrition and health services,
infectious and non-infectious diseases,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Korea’s donation
strategy centered on the three major infectious diseases and maternal reproductive health is also expected to require a slight shift,
as the burden of diseases and deaths from adult diseases and traffic
accident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some countries, including
Ghana.
Through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strengthened strategies, for example, for
expanding the size of ODA in the healthcare sector, expan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establishing healthcare systems, and establishing basic hygiene
infrastructure. However, to implement more integrated and unsegmented aid, the importance of presenting customized goals
along with program access in the healthcare field is also emerging.
For example, KOICA is planning a healthcare project focused on
intervention in three major areas necessary to lower the maternal
mortality rate using Thaddeus and Maine’s (1994) three delays
model of maternal mortality.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be necessary not only for maternal deaths but also for areas such as basic
health, general health, drinking water hygiene,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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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ant deaths. In particular,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 to achieve common goals
through healthcare donation projects. For example, USAID is carrying out aid projects by establishing programs focused on activities that allow for meeting mid- to long-term goals in the healthcare sector that will facilitate meeting the core goals. To improve
project effectiveness, Korea will also need to approach this on a
program basis, bu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project design
focused on activities aimed at achieving key goals in the healthcare
sector.
Meanwhile, for Korea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aid
projects in the healthcare sector, it must accumulate more information on the local area. In particular, to identify the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on-site surveys should be conducted in more
depth, but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physical constraints, such
as the survey period and budget, these are clear limitations to
grasping the demands of beneficiaries. Accordingly, alternative data, for instance, from identifying local demand, can be collect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officials of the partner countries.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utilize
not only field experts but also local experts in the pre- or project
design surveys and grasp the healthcare status of the project target
site through the results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urvey.
Korea will be able to cooperate with its priority partner countries to improve Africa’s healthcare delivery system. For example,
Korea has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and a healthcare communication system using digital devices is well established. However, the partner
countries have had communications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COVID-19 despite the digitalization. Therefore, there will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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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demand for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 cooperation wi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ublic health centers to
strengthen basic medical capabilities. Tier 2 and tier 3 hospitals in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are mainly concentrated in cities, and accordingly, local residents living in rural areas must seek
healthcare services from local health centers. With this in min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mmunity health workers in public health centers. Meanwhi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based pharmaceutical supply chain management will be a promising field for cooperation as ICT can enable real-time management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such as health centers, and prevent delays in treatment due to lack of medicines.
With the COVID-19 pandemic, global demand for Korea’s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tracking, and monitoring system has increased rapidly, and African countries are no excep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operation in the 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and tracking systems in the five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instanc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fectious
disease screening centers, build digital platforms, and enhance human resource capabilities. In particular, Korea is developing or
testing mobile diagnostic equipment for tropical diseases centered
on startup compan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bile diagnostic system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improving the disease diagnosis rate, especially for African rural residents.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efforts to link
the cooperation sector are also neede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five partner countries because they require considerable national funds. However, if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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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medical service costs are
high, and the ratio of self-pay increases, making it highly likely
that residents will deplete their financial resource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or have very low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to support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to which local residents can voluntarily subscribe, such as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of hospitals. For example, Lesotho’s project to build Queen Elizabeth II Hospital raised project funds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and guaranteed private profits while allowing patients to receive treatment at appropriate costs.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undertak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bu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healthcare demands, such as
hospital construction,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In addition, efforts to enhance synergy effects through a convergent approach are needed. Convergent approaches include
links between projects or clusters (general health, basic health,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policy, drinking water and hygiene), links between grant and concessional loan aid, and links
between sectors. One example is the linkage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and KOICA’s water-related education project.
Another key cooperation area is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his is a program approach in which multiple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healthcare ODA projects, and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such as establishing a comm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project formation, project discove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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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Finally, multi-bilateral (multi-bi) aid projects are necessary. The
proportion of multi-bi aid in African healthcare ODA exceeds 30%,
which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aid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frica and Korea’s aid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restrictions on physical accessibilit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is expected that the multi-bi
aid method will inevitably increase further. For existing bilateral
aid projects that are highly workable but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ir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m in the form of
multi-bi ai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o cooperate with
only some projects.

Executive Summary • 325

<책임>
박영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現, E-mail: parkyh@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공저, 2019)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공저, 2019) 외

<공동>
강문수
한동대학교 도시환경공학, 건설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캔자스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angms@kiep.go.kr)

저서 및 논문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공저, 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공저, 2021) 외

김예진
경희대학교 국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kimyj@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공저, 2018)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공저, 2019) 외

박규태
런던대학교(SOAS) 개발학 학사
킹스칼리지런던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kt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공저, 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공저, 2021) 외

최영출
영국 뉴캐슬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정책학 박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장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現, E-mail: ycchoi@cbu.ac.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공저, 20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공저, 2020) 외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1년

21-0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규엽ㆍ최원석ㆍ박지현ㆍ엄준현ㆍ강민지ㆍ황운중

21-02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이다운

21-03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박영호ㆍ강문수ㆍ김예진ㆍ박규태ㆍ최영출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라미령ㆍ최인아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형종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정곤ㆍ한형민ㆍ금혜윤ㆍ백종훈ㆍ이선형

21-06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강구상ㆍ김종혁ㆍ임지운ㆍ윤여준

21-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한형민ㆍ예상준ㆍ이선형ㆍ정재완ㆍ윤지현ㆍ김미림

21-08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ㆍ박영석ㆍ나승권ㆍ이성희ㆍ김은미

21-09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김승현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주관ㆍ김종덕ㆍ문진영ㆍ엄준현ㆍ김지현ㆍ서정민

21-1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ㆍ이정균ㆍ최유정ㆍ이대은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ㆍ정지현ㆍ김정곤ㆍ이효진ㆍ최지원ㆍ김주혜ㆍ백서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ㆍ강부균ㆍ김석환ㆍ권원순ㆍ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ㆍ현상백ㆍ구경현ㆍ노윤재ㆍ윤정환ㆍ이효진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ㆍ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ㆍ김효상ㆍ김승현ㆍ양다영ㆍ이진희ㆍ조고운ㆍ김원기ㆍ김진일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강구상ㆍ문지영ㆍ박혜리ㆍ나승권ㆍ김제국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ㆍ강은정ㆍ이진희ㆍ김경훈ㆍ김지혜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율ㆍ윤정환ㆍ이은석ㆍ이주영ㆍ유애라ㆍ김성혜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ㆍ장영신ㆍ윤상하ㆍ오태현ㆍ김수빈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ㆍ이천기ㆍ강민지ㆍ정민철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ㆍ이승호ㆍ김진오ㆍ박미숙ㆍ윤여준

21-22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ㆍ윤성원ㆍ김유정ㆍ김현정ㆍ강유덕ㆍ정세원

21-23

한국-베트남 경제ㆍ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곽성일ㆍ백용훈ㆍ이한우ㆍQuoc Phuong LeㆍManh
Loi VuㆍThi Thanh Huyen Nguyen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ㆍ김혁황ㆍ박단비ㆍ최혜린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ㆍ민지영ㆍ정동연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ㆍ강문수ㆍ연원호ㆍ김범환ㆍ한하린

21-27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ㆍ연원호ㆍ나수엽ㆍ김영선ㆍ오윤미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곤ㆍ윤여준ㆍ연원호ㆍ김서희ㆍ주대영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조동희ㆍ홍성우ㆍ장영욱ㆍ이정은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ㆍ강준구ㆍ금혜윤ㆍ정재욱

21-31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ㆍ김종덕ㆍ장영욱ㆍ오태현ㆍ이현진ㆍ정민철ㆍ윤형준ㆍ강유덕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ㆍ강은정ㆍ김유리ㆍ문성만ㆍ장희수

21-33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ㆍ현승수ㆍ이종화ㆍ정수미ㆍ성진석ㆍ이상제ㆍ정선미

￭ 2020년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ㆍ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ㆍ정은미ㆍ김종기ㆍ이 준ㆍ남상욱ㆍ이재윤ㆍ이은창ㆍ
조용원ㆍ김양팽ㆍ심우중ㆍ윤자영ㆍ이고은ㆍ이자연ㆍ전수경

20-0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ㆍ정영록ㆍ이준엽ㆍ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ㆍ문익준ㆍ안치영ㆍ유동원ㆍ장윤미

20-04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 나수엽ㆍ박민숙ㆍ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ㆍ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ㆍ김보라ㆍ박정후ㆍ이평래ㆍ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ㆍ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ㆍ최유정ㆍ한하린

20-08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ㆍ장영신ㆍ오태현ㆍ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ㆍ김정곤ㆍ김도연ㆍ이성희ㆍ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ㆍ예상준ㆍ금혜윤ㆍ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손원주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조원득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ㆍ양평섭ㆍ정지현ㆍ현상백ㆍ연원호ㆍ최원석ㆍ양갑용ㆍ
이동률ㆍ임상훈ㆍ유동원ㆍ윤종석ㆍ김정진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ㆍ나승권ㆍ이재호ㆍ윤지현ㆍ김은미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ㆍ안성배ㆍ김효상ㆍ김수빈ㆍ이진희ㆍ김소영ㆍ편주현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ㆍ안성배ㆍ김경훈ㆍ강은정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김혁황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ㆍ이천기ㆍ이주관ㆍ김지현ㆍ정명화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20-22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ㆍ김석환ㆍ정민현ㆍ강부균ㆍ김초롱ㆍ세르게이 수트린ㆍ
올가 트로피멘코ㆍ이리나 코르군

20-23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ㆍ양평섭ㆍ박진희ㆍ김주혜ㆍ최지원ㆍ자오씽왕(焦兴旺)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ㆍ곽성일ㆍ곽소영ㆍ박은빈ㆍ문성만ㆍ남상열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ㆍ최원석ㆍ김홍원ㆍ김주혜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ㆍ배찬권ㆍ이규엽ㆍ강준구ㆍ김지현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ㆍ최상엽ㆍ양다영ㆍ김유리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ㆍ송원호ㆍ이진희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제국

20-3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ㆍ이주관ㆍ박혜리ㆍ강유덕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이현진ㆍ정민지ㆍ문성만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ㆍ홍성우ㆍ김진오ㆍ김종혁ㆍ남지민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ㆍ안성배ㆍ채희율ㆍ이영섭ㆍ문우식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ü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es 21-03

Analysi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Africa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oung Ho Park, Munsu Kang, Yejin Kim, Kyu Tae Park, and Young-chool Choi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보건의료 ODA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수요가 워낙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ODA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ISBN 978-89-322-1796-3
978-89-322-1072-8(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