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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 보건분야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역량강화 전략 현황분석: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실증연구

이상미*

요 약
본 논문은 보건분야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활성화와 지속가능
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 보건분야 ODA 참여자들
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역량강화 전략의 현황과 효과적인 전략의 개발 및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보건분야 ODA 참여 전문가들은 한
국의 보건분야 ODA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는 발전을 통하여 체계성을 확립하고 있으
며 그 효과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역량 강화 전략 수행
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전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리더의 양성, 지속가능
성 및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함께 ODA 사업을 기획 · 관리 · 평가하는 국내 보건분야 ODA 전
문 인력의 ODA 사업 및 다분야 지식, 한국 발전과정의 이해를 위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역량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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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시작한 이
래 지속적인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95년 1백만 달러의 ODA 지원 규모로부터 지속
적인 증가로 2020년 2백만 달러의 ODA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EDCF, 2021), 다양한 분야
의 ODA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
하KOICA)의 경우 1991년 2천 2백만 달러의 지원 규모에서 2019년 6백만 달러의 지원 규
모로 지속적인 증가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KOICA, 2021). KOICA에서 지원
하는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기술환경 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타 등의 사업 분야
중 보건의료는 세 번째로 지원이 높은 분야로 1991년 3백만 달러의 지원 규모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2019년 9천 5백만 달러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KOICA, 2021).
ODA 지원 규모의 확장과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효과적인 ODA 지원 및 사업의 운영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임형백, 2014) 기존 사업수행 방식을 통한 운영의 문제점으로 낮
은 효과성과 지속 전략의 부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강윤호, 2014). 2002년 World Bank
보고서(Goldin et al., 2002)에서 원조를 통한 수원국의 발전과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주민
은 포함한 인력의 역량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국내의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인
력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상헌 외, 2020). 특히, 보건 영역에서는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접근 전략 능력의 향상 없이는 보건 영역의 궁극적 목표인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달하기에 한계가 있어(방경숙 외, 2014), 수원국 전문인력
및 주민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UNU-VIDER, GIZ, USAID와 같은 해외기
관에서도 물적 원조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물적 자원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역량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의 사업 운영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이 크다는 경
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ODA 접근방식 또한, 기존의 공여국-수원국 간의 형태에서 벗어나 삼각 협력 및 남남협력
과 같이 ODA 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수원국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그들
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정지원 외, 2011),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S-S Cooperation(South-South Cooperation: 남남협력)’을 주
제로 외교부와 KOICA가 ‘서울 ODA 국제회의’를 주체하였으며, 터키와 멕시코, 태국, 중국
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을 통한 수원국 인력의 역량강화를 수행한
후 남남협력으로 성공적인 연계를 이룬 ODA 사업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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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 사업 운영에서도
이를 고려한 사업 수행전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새마을 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ODA의 인력 역량강화 전략, 특히 초청 연수의 규모의 확장과
초청 연수의 참여자들이 각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 투입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이미숙, 2014). 또한, 2014년 모자보건 ODA 사업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모자보건 인
식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결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을 분석하였다(박정한, 2015). 그러나 많은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실증적인 분석이 진행된 연구는 미미하였으며, 실제로 2000년부터 2014년
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실증적인 연구의 부족을 언급하였다(박영배 외, 2014).
본 연구는 기존 사업의 평가를 통한 역량강화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와는 차별적
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현장의 문제와 현황을 체감한 보건의료 ODA 사업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 보건분야 ODA의 역량강화 전략의 현황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로 보건분야 ODA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을 기본 전제로 하여 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사업 기
획 및 관리, 평가의 경험이 있는 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
(purposive sampling)과 스노우볼링 샘플링 방법을 결합하여 총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의 기준은 1) 보건분야 ODA 참여 경험,
2) 사업관리자 또는 실무 운영자, 역량강화 전략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 3) 국내 기관에서
발주한 ODA 사업의 참여자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스노우볼링 샘플링 방법으로 선정된
25명의 모집단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14명의 참여자로 2차 샘플링 진행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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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ODA 사업
참여 기간

사업 분야

ODA 사업 참여시 직책

A

3년

해외 파견 사업 &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전문가

B

8년

해외 파견 사업

전문가,
Project manager

C

2년

해외 파견 사업 &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전문가

D

7년

해외 파견 사업 &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전문가

E

8년

해외 파견 사업 &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Project manager

F

1년

해외 파견 사업

전문가

G

10년 이상

해외 파견 사업

전문가

H

4년

해외 파견 사업

Project manager

I

1년

해외 파견 사업

Field manager

J

2년

해외 파견 사업

Field manager

K

8년

해외 파견 사업 &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전문가

L

1년

수원국 연수생 초청 사업

연구원

Not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2-1041024-AB-N-01−20151209-HR-318)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참여
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 이후 동의서를 통하여 동의를 얻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선이해되는 인식의 틀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건분야 ODA 사업 전략의 평가’라는 큰 주제를 탐구의 대상이 되는 체험으로 선정
하여 체험의 주체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한유리, 2015),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참여한 사업에서 수행한 전략 중 효과가 가장 좋았던 전략, 성과가 낮았던 전략은 무엇
이었는가?
2)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족하다고 평가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3) 보건분야 ODA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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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자료는 Huberman & Miles가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Huberman & Miles는 질적자료 분석을 위해 해석주의(interpretivism),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 협력적 사회연구(collaborative social research)의 3가지 접근법을 제시
하고 있다(Miles & Huberman, 1994). 본 연구는 해석주의 접근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특
정 현상이 존재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 발굴을 위한 심층 면접 과정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귀납적 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그림 1> 참조).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즉시 전사화 과정을 통하여 워드 파일에 필사되었다. 문
서화된 면담 자료의 반복 정독을 통하여 본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되는 의미 있는 문
장에 시그멘팅 작업을 실행한 후 단락들을 추출 및 분류화하였다. 분류된 단락들의 중심 의
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범주화하여, 범주화된 단어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한 코드끼리 2차
분류되고 이를 통하여 핵심 카테고리를 구성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수원국 역량강화
수원국 측면의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보면, 현재
수행 중인 보건분야 ODA 사업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

<그림 1> Huberman & Miles의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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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역량강화 전략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전개되는 흐름과
각 요인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원국 역량강화 카테고리별 요소
카테고리

범주

요소
운영의 체계성 강화 필요성

운영

평가의 제한
접근 방법의 제한

문제 인식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력

교육의 범위의 제한
현지와의 낮은 협업 구조

지속가능성

운영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

인력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의 대안
접근 방법의 한계
주민 역량강화의 필요성
현지인의 사업 참여의 필요성
현지 리더 양성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
확장 가능성
효과성
전략의 한계

운영

콘텐츠의 한계
평가의 한계

현 역량강화 전략의 문제

요구분석

지속가능성

교육 범위 분석의 한계
현지화의 한계
확장성의 한계
지속성의 한계
협업

운영
역량강화 전략의 강화

콘텐츠의 다양화
요구분석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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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현지 상황 반영
리더 양성
확장성 확보

1) 문제 인식
(1) 운영
우리나라 ODA는 시작 이후 ODA 사업의 발전과 체계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DAC 가입을 비롯하여 해외 ODA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
였다. 이러한 연구와 발전을 토대로 보건분야 ODA 역시 관리, 전략 수립, 수행 등의 부분에
서 구체적이고 근거 기반의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성 확립 등의 긍정적 발전을 이룩
하였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E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ODA 사업수행 중의 평가를 비롯하여 사후 평가의
제한과 현지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전략의 접근방식으로 인한 제한이 언급되었다.
“사업하기 급급해서 평가는 뒷전이에요. 교육 후에 현지 인력의 변화와 효과에 관한 모니
터링이나 사후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 F
“그 나라에 학교에 가보니까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걔들은 책상에
앉아서 듣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수업인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강의하는 게 효
과가 좋겠어요?” - I

(2) 인력
해외의 많은 ODA 수행기관에서는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역량강화 전략을 제시하였
으며, 우리나라 역시 ODA 전략으로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실무에서 직접 ODA 사업을
수행한 실무진 역시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보건의료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B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현지 인력과의 협업 과정 및 현지의 정책과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현지로 파견 나가서 이 나라 상황을 파악하는데 6개월이 걸린 거야. 그전에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중략) 이 사람들도 나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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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잘 안 줘.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수적으로 하는 거지.” - J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역량강화가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ODA 사업
에서 현지 인력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콘텐츠로 같은 의료인력에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이로
인하여 현지 의료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로 인하여 본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건인력 역량강화는 반드시 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신경 쓰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가 현지의 지역보건인력들에게 너무 다양한 기관에
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받다가 지치는 일도 발생해요. 어느 부분을 교육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B

(3) 지속가능성
ODA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함께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ODA 사업종료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지속
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ODA 사업들이 지속가능성 확보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
자들 역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ODA 사업이 결국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내용이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 - J
“현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바꾸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적용
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 I

2)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
(1) 운영
국내외의 ODA 전문가들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 역시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수원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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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해요.” - A
“현지인들을 활용하고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해요. 그 자체가 그들의 역량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나오면 일은 수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그들의
힘은 길러지지 않는 거죠 …(중략)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등이 퍼져나가게 하면 바로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ODA에서도 중요한 부
분인 거죠.” - F

현지 인력의 ODA 사업 운영의 참여는 ODA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인 수원국의
ODA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와 원활한 사업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지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우리는 사업을 감독하거나, 자문이나 기술적인 지
원을 하는 모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B
“교육받은 보건 인력이나 현지 전문가가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숨기는 것들이나, 내가 모르는 현지의 상황을 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 (중략) 이 나라 보건 인력을 우리 조직에 끌어들이면 이 사람 자체의 역량강화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이 나라 자체의 역량강화도 될 수 있는 거잖아.” - J

(2) 인력
각 국가는 국가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ODA 사업 수행기관들은 수원국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모든
문화 ․ 사회적 ․ 풍속적 환경을 이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수원국 인력의 참여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리더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현장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현지 사람
을 교육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 생각으로 손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
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 어떻게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해요.” - I

ODA의 기본 주제는 수원국의 현황을 기본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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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분야 ODA는 특정 분야의 질병 치료나 관리를 위하여 수원국 내에서 어떠한 방법
으로 치료 및 검진을 진행하였는지 등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과업의 범위 선정이 필요하
다. 해당 범위 선정을 위해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인력이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 치료 방법 및 검진 방법을 수원국 현황에 맞는 형태의 전략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현지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사람보다는 quality는 낮아 보이지만, 그
것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끌어올려지는 부분이에요.” - B
“지식과 함께 실기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라리아 예방하려고 모기장을 나눠
주면,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기장이 왜 필요한지도 중요하지
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F

(3) 지속가능성
역량강화 전략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
게 이해하고 동감하는 현지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사업의 확장성 확보와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human resource를 개발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궁
극적으로 현지의 역량이 증대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B
“사업을 할 때 치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것이 fishing을 가르치는 거지
만, 전문가보다는 학생 때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으로 fishing을 가르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교과과정을 만들고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fishing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점점 더 적은 돈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 E

3) 현 역량강화 전략의 문제
(1) 운영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ODA 사업에서
역량강화 전략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강화 전략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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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교재개발 이런 것보다
는 약 주고, 물건 주고, 감독하고 이런 것에 예산이나 시간이 더 치중된 경우가 많았지.” - F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의 범위, 목표 설정, 콘텐츠의 개발, 교수 방법의 선정까지
복잡하고 충분한 자료의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
정이다. 그러나 실제 ODA 사업에서 역량강화 전략은 다양한 과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업 중 하나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부 과업을 간과한 채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평가 계획의 누락으로 연결된다.
“제가 보기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개발이나 절차, 관련 콘텐츠들이 다양하지 못해요.
매뉴얼도 별로 없고요.” - C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시행 위주의 운영이 아니라,
개발한 교육과정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맞는 과정인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럼 과정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 J

(2) 요구분석
ODA의 사업에서 수원국의 수요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업이다. 역량강화 전략 역시 타당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현지의 요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을 편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교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미흡 또는 누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교육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
를 검토한 다음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C
“현지 인력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H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수원국의 요구 및 현황 반영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원국 인력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교재를 제공하게 되거나, 현지화되지 못한 교육 제공으로 역량강화 전략
의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현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C

국제개발협력│43

“교재를 만들 때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우리 커리큘럼을 번역시켜서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지에 맞지 않거나, 현지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을 강제로 받게 돼요.” - E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보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
있어서 교재를 봤더니, 보건소 간호사용 교재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떻
게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내용에다가 자기네들끼리 팀워크해서 과제를 달성하고 Team
Building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 (중략) 보건소 간호사들도 잘 모르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교재를 가지고 있었
던 거지.” - J

(3) 지속가능성
보건인력 역량강화 전략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과 습득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단순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식을 실무
에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교육 프로
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ODA 역량강화 전략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단회적인 교육으로 인하
여 교육의 효과와 역량강화의 지속성에 문제가 지적되었다.
“사람의 역량이 개발되는 것은 단회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반
복 학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 D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지식, 태도, 실무능력까지 변화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화하
려면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해야지, 단편적인 일주일 과정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 - J
“솔직히 한번 교육한 것으로 어떻게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
럼.. 같은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1년 동안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H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수원국 인력의 투입이 없으므로 인하여, 계속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 자료 개선에 대한 수원국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종료된 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
었다.
“교육 자료를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한번 개발된 교육내용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음 원조 사업이 올 때까지 그냥 사용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업 전에 다른 기관에서 교과과정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십

44│국제개발협력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 자료를 쓰고 있어요.” - E

4) 역량강화 전략의 강화
(1) 운영
역량강화 전략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수원국 인력의 사
업 운영에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보건국이나 현지에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대학들하고 자료개발부터 파트너를 만
들어서 교재개발을 같이 해야 해요.” - C
“현지 간호학계에서 정말 능력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교육과정 committee
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어야 해요.” - E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 J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전문 보건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인식이 변화하여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할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 인력 제한적인 역량강화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당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F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수법에 대한 고려는 역량강화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
한다. 지식전달을 위한 강의는 물론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실습해보는 실습과목의 마련과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 및 수원국의 교수법에 걸맞은 형태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보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이들에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 I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음악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 - G
“그 나라의 고유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된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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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분석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 및 요구 조사는 ODA 사업 전반의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역량강화 전략 수행 계획에서도 필수적이다. 수원국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의 개발이 전제되
었을 때 수원국 인력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마련할 수 있다.
“현지의 상황을 반영해서 교육을 개발해요.” - I

또한,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현장에
서 적용 시 수원국의 문화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분만의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는 병원 분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문화가 형성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에서 모성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만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역량강화 전략의 효과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수원국의 현황을 반영하여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화와 정
서적 차이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문화나 정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이를 인정하고 주
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수정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 F

(3) 지속가능성
역량강화 전략이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확보이다. 훈련된 수원국 전
문가를 통하여 ODA 사업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중심 콘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은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계획
적인 역량강화 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훈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사업종료 이후에도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보완을 지속해서 진행함
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Teacher’s training을 해서 그 나라 대학교수를 교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 A
“저개발국에 Teacher’s Training Center를 해서 교수 훈련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 간호사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 - G
“주민이 몇만 명인데 우리가 일일이 교육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보건
인력들을 교육해서 전파교육을 해야 금액 면에서나 전달 체계 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인 거지.”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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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DA 사업의 제한된 사업지역에서 벗어나 수원국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략
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개발한 자료를 국가 수준이나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절차에 따라 공식화시켜야 해요.” - C
“수원국 교수들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몇만 명이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 E

2. 국내 역량강화
한국은 이른 시간에 급속한 경제 ․ 문화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ODA 역
시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남남협력과 같은 삼자 간 협력의 효과
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은 남남협력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국가에
좋은 배움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게요, 우리는 밑바닥부터 발전해 왔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에 압축
된 역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 국가에 맞출 수 있는 경험도 가
지고 있고, V 국가에 맞출 수 있는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건 맞
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 C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ODA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역량을 평
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측면의 ODA 수행 전문인력의 역량에 대한 연구참여자들
은 인력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ODA 경험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ODA 관련
전문 인력풀이 굉장히 얕아요.” - E
“우리가 하는 ODA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
이 없어서 그래요.” - C
“지금 국내 ODA 시행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준비된 전문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 G

한국에는 다양한 분야의 충분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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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문제가 언급된 이유는 ODA가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 이
외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분석하여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 ODA의 제한점, ODA 수행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우리나라 ODA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전개되는 흐름과 각 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우리나라 ODA의 제한점
(1) 기회 제한
ODA 사업은 교육, 보건, 공공행정, 기술환경, 농림수산,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성을 가진 사업의 형태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성공적인 ODA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의 사업 운영 참여와 함께 ODA 특징을 이해하는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ODA 사업의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DA 교육 및 경험의 기회가 필요
하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ODA 교육이나 ODA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 E

보건분야 ODA는 보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외에도 국제보건의 트렌드와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보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 보건 이외 국제보건의 이해와 분석
<표 3> 국내 역량강화 카테고리별 요소
카테고리

범주
기회 제한

우리나라 ODA의 제한점
통합적 역량 제한

ODA 수행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기회 제공
통합적 역량 배양

요소
ODA 경험
국제보건의 경험
통합 보건의 이해
다분야 지식
성공적 ODA 사례 활용
국제보건 교육
다분야 역량
한국의 과거 사례 활용

우리나라 ODA 강화를 위한
제언

통합적 예시 제공

한국이 지원받은 ODA 사례 활용
도시와 외곽지역의 보건시설 제시

Not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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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국제보건을 배운 일이 없어요.” - I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보건 전체를 보고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보건계에 없어.. 훈련받은 사
람이 없다는 거지 …(중략) 지역에 나가서 일할 만한 젊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systematic하
게 길러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교수 훈련과 대학원에서 하는 이런 국제보건 훈련을 제
대로 해야 하는데.. 이게 훈련할 사람도 많이 없어요.” - G

(2) 통합적 역량 제한
보건분야 ODA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넓은 보건분야의 지식 중 특정 세부 전문성 분야
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도 많지만, 통합적 ODA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변화에 따라 보건의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보건에 대한 모든 이
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언급되었다.
“ODA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보건이 무엇인지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health care system을 볼 줄 알아야 하거든.. 보험부터 시작해
서 정보 system이나 인력.. 의사나 간호사나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무
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인력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중략) 이렇게 health care
system을 아는 사람이 일해야 하는데, 보건 전문과 중에서 health care system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 G

ODA는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분야별 전문지식 이외에 행정, 경제,
교육 등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변화를 비롯하여 지속가능성 등의
기본이해와 이를 위한 접근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내가 처음 ODA 사업을 시작할 때 국제보건은 제대로 하거나 허당이거나 둘 중의 하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론적인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사업의 책임자는 공무원 교육도 알고, 행정도 알고, 도로 건
설, 토목, 보건 여성 소득증대까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 C
“전문가나 현장 책임자나.. 면담 기술 이런 거를 다 잘 몰라요.” - K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했었어요. value change라든지 sustainability는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책임인 건데.”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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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수행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1) 기회 제공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ODA의 규모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ODA
수행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는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의 기록과 그 사업을 수행한 인력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ODA
전문가의 양성에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공
유는 우리나라 ODA 전문 인력 양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ODA 사업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우리 교육과정에 넣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R 국가나 D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
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 ․ 사회
적으로 비슷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 D

또한, 국제보건의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보건 쟁점의 파악 및 국제단위
에서의 보건 문제 분석과 방법론적 접근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분야 ODA 사업의 기획
및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전체 틀 속에서 국제보건을 공부해야 해요 …(중략) 전체적인 측면
에서 교육의 틀을 가지고요.” - I
“국제보건과 세계적인 보건 trend가 어떻게 가고, 그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
인지 알아야지.” - G

(2) 통합적 역량 배양
보건분야 ODA 사업의 기획과 운영,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수원국의 문제를 분석하
고 적합한 접근방식, 평가방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학적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다양한
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고유 특성을 갖춘 전문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는 각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성과관리, 평가 기획 및 수행 등의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은 보건사업의 근거와 이론은 물론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
다고 생각해요.”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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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획 능력, 그리고 해당 ODA 사업과 사업대상 국가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 E

3) 우리나라 ODA 강화를 위한 제언
(1) 통합적 예시 제공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성장 전, 성장 동안의 변화, 성장
후, 변화의 흐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모두 경험한 세대가
어울려져 사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역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다양한 정책의 경
험을 실제 보여 주고, 체감하였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과거를 많이 알아야 해.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책 중에 실패한 것도 많고, 수정해
야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중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잘 알아서 그거를 우리가 선별해서 골라서 해줄 수 있는 거지.” - G
“발전 과정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공유가 필요해요.” - D

또한, 한국은 불과 40년 전 ODA 사업의 수원을 받던 국가로 ODA 사업을 통하여 과거
한국이 가지고 있던 보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ODA가 초청 연수나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번도 어렵게 산적이 없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를 가면, 가져다 쓰기에 좋은 것 같은데 갖다
쓰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 과정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확률
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E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하여 수도와 지역의 보건시설 현황에
많은 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ODA 사업의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역시 국가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예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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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보여 주면 안 돼요. 물론 한국의 발전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주 벽지의 보건
진료소도 데리고 가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지.” - C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보여 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울에 있는
정말 좋은 시설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서 어떻게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F

Ⅳ. 고찰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보건분야 ODA의 효과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원국 역량강화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은 물론, 사업
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사업종료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
였던 정부 관계자, 리더 그룹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ODA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ODA
사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의 효과는 물론 새로이 개발·
수립된 체계가 사업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문제를 겪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ODA의 사

․

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며(이화영 강민아, 2013), 이
러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 이해관계자, 수원국의 리더그룹
의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교육과
정은 계획-시행-평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Schubert,
1987), 교육과정 개발은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방경숙 외, 2014). 단순히 전달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
의 습득과 해당 지식이 실무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물론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가
능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국 내 공식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새로운 인력의 계속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수원국의 인력을 참

․

여시킴으로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원국 리더 그룹이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건분야 ODA에서도 수원국
인력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강화 전략을 사업수행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시적 운영이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수
행-평가-피드백을 통한 환류의 과정을 고려한 전략의 기획을 통한 효과적인 역량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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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분야 ODA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간략하게 정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역량강화 전략의 보완을 위하여 수원국 중심의 문제 인
식과 방향성에 대한 고찰 이외에도 국내 ODA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효과적인 보건분야 ODA 수행을 위해서는 수원국 역량강화 전략의 강화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은 기획 ․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국내 보건분야 ODA 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
하다. 현재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 ․ 문화 ․ 사회 ․ 인
프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조한승, 2018), 이를 기획하고 수
행 ․ 모니터링하는 국내 보건분야 ODA 전문가들 역시 포괄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보건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국제표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
속적인 ODA 사업의 관리 및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의료 ODA 사업 분야에 대한 실질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예비 보건의료인의 양성과정에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황선영 외,
2015),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국제보건의 문제에 접근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으

<그림 2> 수원국 역량강화 현황 및 방향성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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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그 수와 깊이는 보건분야 ODA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물론, 기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폭
넓고 새로운 국제보건 문제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국내 보건분야 ODA 전문가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보유한 발전의 과정을 활용한 국내 전문가의 역량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
국은 사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기반으로 ODA를 받던 국가에서 공유를 제공하는 국가로

․

빠른 시간에 변화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박은성 서창진, 2013), 이러한
경험의 국내 전문인력이 이해하고 간접 경험하는 것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경험을
수원국에 공유함으로써 수원국에 좋은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손주영, 2016). 한국은 한국의
보건 수준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ODA 수혜를 받았던 경험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ODA 사업의 예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을 과거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제보건 문제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갖지 못할 최고
의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내 역량강화와 관련한 현황과 방향성을 정리해 보면 <그
림 3>과 같다.
이 연구는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보건분야 ODA의 역량강화 전략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역량강화의 중요
성과 현황,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보건분야 ODA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는 발전을 통하여 체계성을

<그림 3> 국내 역량강화 현황 및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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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사업에서 역량강화 전략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수원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역량강화 전략의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
히 역량강화 전략을 사업 과업에 포함하는 수준이 아닌, 체계적인 기획과 전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리더의 양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함께 ODA 사업을 기획 ․ 관리 ․ 평가하는 국내 보
건분야 ODA 전문인력의 ODA 사업 및 다분야 지식, 한국 발전 과정의 이해를 위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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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bout Capacity Building
Strategy for Health Sector i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 Empirical Stud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angmi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capacity building for the
health sector i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t then
sugges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apacity building strategies from
the experiences of experts in the health sector ODA to highlight a “Capacity
Building Strategy” for improving and ensuring the health sector ODA.
Participants recognized the health sector ODA was improved and systematized via consistent development. Nevertheless, training leader groups and
operating the capacity building strategy, while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expandability” should be prioritized through systematic plans along with the
tactical operation of programs for successful strategy implementation. Also,
along with capacity building for recipient countries, capacity building for
Korean ODA experts who are involved in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via knowledge improvement for
ODA, multi-sector, and Korean development history.
Key words: Health Sect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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