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 국제개발협력에서의보건

UN이 채택한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가운데 3개가보건분야에

속해 있을 정도로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서 보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2

지난 20년 간 보건분야국제개발협력규모(2페이지의 [그림 1]참조)는 1990년 56억 달러에서 2010년 268억

달러로늘었다. 특히 2000년대초반부터그증가율의상승세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또한 보건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OECD의 보건-보건일반과 기초보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ODA 동향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DAC 회원국들의 보건 분야 양자 원조는 109억 달러, 다자 원조는 47억 달러에

달했다.3 이는 2000년대 초 원조 지출액인 55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지원 규모다. 또한 2010년 G8 정

상회의에서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보건 증진을 위해 2015년까지 총 73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약속하는‘무스코카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건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증가는 국

제기구와공여국의MDGs 달성노력에힘입은결과다. 

그러나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국제보건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Global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현재 MDG 4항(유아사망률 감소)은 목표치의 약 40%, MDG 5항(산모 건강의 증진)은 약

20%를달성한것으로추산되어전체 8개항중진척정도가가장낮다.(3페이지의 [그림 2]참조) 

1 본원고는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보건분과에참여하는총 6개단체(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나눔운동, G-

Hands)의 10차례에걸친토론회에근거하여김동주(월드비전), 류현(세이브더칠드런)이대표로집필하였음.

2  MDG 4(유아사망률감소), MDG 5(산모건강증진), MDG 6(HIV / 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3  OECD / DAC, 2009. Measuring Aid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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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도 건강과 보건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보건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

고있다. 보건 분야의이슈들중특히모자보건은여성과영유아의건강권및삶의질문제와직결된이슈로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 전반은 물론이고 모자보건 영역에 있어서도 원

조효과성 원칙의 이행과 진전이 더딘 실정이다. 보건분야에서 원조효과성 원칙이 더욱 잘 실현되고 보건분

야사업들이개발성과달성에기여하려면국제사회와한국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까?

이번 KoFID 이슈브리프 5호는 KoFID 주제별 분과 중 보건분과에서 보건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원조효과성 원칙의 실현 정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추적 분야(Trace Sector)로 꼽힐 만큼 중요한 분야인 보건 영역에서 국제개

발협력의동향과원조효과성원칙의실현정도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아울러모

자보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보건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분

야개발협력의개선을위해부산총회와한국정부가풀어야할과제에대해서도제언하고자한다.

모자보건을중심으로바라본
보건분야에서의원조효과성 : 평가와제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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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skforce on Innovative international Financing for Health Systems. 2009. Constraints to scaling up and costs : working group 1 report

Geneva :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 2009 (Accessed : 2010. 4. 27) 

5 Th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Financing global health, 2010

2015년까지 이러한 보건분야의 MDGs 실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360억에서 450억 US 달러로

추산된다.4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는 개별단체, 국가, 지역사회,

국제기구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관여하는복잡한

분야이다. 이 때문에 그간 원조 규모의 증가 및 질병

퇴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원칙 이행의 많은 제약과 더불

어, 현재까지 원조가 보건분야 개선을 위해 큰 기여

를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2. 보건분야원조효과성원칙이행현황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보건은 빈곤개선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원조효

과성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조효과성 이행 결과를

살펴보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분야에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수

준에서보건분야의원조효과성이행과관련된도전과

제로다음 5가지문제를지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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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건분야의국제개발협력동향(1990-2010)5

(출처: Taskforce on Innovative international Financing for Health Systems. 2009)

*2009년과 2010년은각기관의예산, 할당세출예산등에근거해산출한추정금액



6  WB. 2008. Global Monitoring Report

7  IHP +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and related initiatives)는 2007년WHO와World Bank가보건부문MDGs의달성을가속화하는것을목표로설립했다.

이들은보건부분에서원조효과성원칙의실행을위해국가기획단계, 국가보건전략과계획의공동평가(JANS), 국가합의, 일반적인결과모니터링체계에대한보고,

합의이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단일 국가 주도의 국가보건전략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52개의 IHP+ 파트너는 선진국과 원조제공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를포함하고있다. 

8  UN. 2010.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 

9  WB, OECD and WHO. 2008. Accra Health report - Effective Aid Better Health 

10  OECD/DAC. 2010. AId for Better Health(An interim report / TT 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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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행위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보건분

야원조분절화가심각하다. 

예컨대 IHP+(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and

related initiatives)를 통해 보건분야 원조를 수행하는

부처 및 기관 간의 조화, 효율성도 높아진 것은 사실

이나 여전히 다양한 주체로 인한 사업의 문제가 심각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재원이 부족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원된 원조금에

비해보건분야의성과가미진하다는원조금과성과간

의약한연계성도문제이다.7

2) 원조사업수행시파트너국가의오너십(Ownership)을

강화할수있는구체적방안이마련되지않고있다.8

파트너국가의주인의식을강화하기위해서는특정질

병에대한대응보다는국가차원의시스템을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분야의 개발협력 노력이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개선을 위한‘수직적’접근이

아닌 국가 공공보건시스템강화(HSS)를 위한‘수평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보건소 설립, 진료환자들

의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보건요원 및 의

료인력양성등이포함된다. 

3) 예측가능하고책임성있는원조를위한공여국의

정책개발및조화실현노력이부족하다.9

보건분야에서는 원조금의 많은 비중이 보건인력 급여, 만

성질환에 대한 장기투약 등 주기적인 지출이 필요한 곳

에 쓰이기 때문에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측 불가능한원조는파트너국가의장기계획수립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조화로운 재정지원 약

속과 함께 성실하게 그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파트너국가의실행의지향상노력도함께요구된다. 

4)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그과정은합의에기반해야한다.10

제한된원조금과파트너국의국내재원으로최상의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이필요하며성과지향적인방향으로개발사업이수행

<그림 2> MDGs 달성률(2010)6

(출처: WHO. Global Act as of the Health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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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여국이 성과에 기반하여

재정지원을 시행할 경우,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약

속된 지원이 이루어 않게 되고, 파트너국가의 장기적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성과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파트너

국과 다양한 공여자간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으

로이루어질수있다. 

5) 파트너 국가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CSO) 등의 참

여가 전제되는민주적이고참여적인주인의식이부

족하다.11

보건분야의 개발협력 노력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개발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의공여

국과 파트너국 정부 중심의 원조 체제에서 벗어나,

파트너 국가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보건시스

템 혁신을 위한 정책대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 내 시

민사회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야만더욱체계적이

고지속가능한변화를이뤄낼수있을것이다.

3. 모자보건을중심으로본한국의보건원조현황

세계 각국 정상들이 2015년까지 이루기로 약속한 새

천년개발목표(MDGs) 중 MDG 4항(유아사망률 감

소), MDG 5항(산모 건강의 증진)에 해당하는 모자보

건분야가 가장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

자보건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기구와 공여국,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국제사회

의 각 보건분야 주체들은 앞다투어 중요한 정책의제

로서 모자보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정부도 모자보건 분야에 기여하고자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보건

분야의 개선을 이루어내면서 성공적 경험을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정부는지속적으로보건분야원조예산을증

액(4페이지의 [표1]참조)해왔으며, 지난해 G8정상회

의에서 채택된‘무스코카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여

모자보건 재원마련을 위해 1.3억 달러를 약속하였다.

현재는 총리실에서 새로운 모자보건원조모델 개발을

중점사업으로수립하는등모자보건원조확충에강한

11  WHO. 2008. The World Health Report 2008 - Primary Health Cate(Now More Than Ever) 

12  KOICA 보건의료프로그램 지원현황 자료. 우리나라정부는 2000년 52억이던 KOICA 보건의료 ODA예산을 2009년 약 826억원까지 증가시켰으며,

2015년까지 정부의 ODA 확대계획에 맞추어 연차별로 2015년까지 KOICA 예산의 약 9,000억 원 정도를 보건의료분야에 쓸 것으로 보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KOICA 513 697 776 1,478 2,034 2,151 1,848 2,510 3,055 3,635

KOICA(Health) 82 101 105 176 225 437 254 425 605 826

<표 1> 2000~2009년 KOICA 보건의료사업지원원조금규모12

<표 2>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사업의비교 (1990~2010)13

(단위: 억 원) 

(출처: KOICA 보건의료프로그램지원현황)

구 분

기획재정부 EDCF (1990~2010)
유상원조담당

외교통상부 KOICA (1992~2008)
무상원조담당

사업명 건 비율 사업명 건 비율

의료인프라구축
병원건립 / 

개선/ 현대화사업
29 44%

의료인프라구축(병원건축, 
의료시설및기자재지원) 및

초청연수
47 87%

수질개선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및

댐건설등
37 56% 상수도및식수개발 6 11%

보건인력
역량강화

- - - 모자보건역량강화사업 1 2%

총 계 66건, 100% 54건, 100%

출처: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내용근거로재작성)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한국

의 보건원조 현황을 원조효과성의 원칙에 비추어 살

펴본결과다음과같은한계점을발견할수있었다.

1) 보건분야원조분절화로인해효율성이낮다.

한국은모자보건분야원조액을늘려가는긍정적인움

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시행기관으로 각자의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체계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4페이지의 [표

2]참조) 유상, 무상 보건원조가 모두 의료인프라구축,

수질개선이라는 동일한 사업에 집중되는 등 사업 중

복과분절화가심하다.

2) 파트너 국의 주인의식 강화보다 공여국 주도의 사

업위주이다.

한 나라의 모자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모자보건 서

비스 전달체계, 보건인력 강화, 정보 관리, 의료품 및

백신기술, 재정, 리더십 및 거버넌스 등 6단계의 보건

의료체계(Health System Framework)가 정착되어야

한다.14 이 시스템 정비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보건사업은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모자보건원조사업은대부분단기간에성과를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구축-병원건축, 의료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과 초청연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파트너

국가의전반적인보건시스템구축과동떨어져진행되

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

스 접근성 강화가 시급한 개도국의 실정([그림3] 참

조)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인력

양성 등 사업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이미 설립된 병

원 및 의료시설의 사후관리나 운영 면에서도 많은 차

질이빚어지고있다. 

3) 예측가능하고책임성있는원조정책이부족하다.

한국 보건원조의 80% 이상이 3년 이내 단기프로젝

트 사업으로 진행되며16 저개발국 모자보건 환경개선

에 가장 중요한 보건인력개발과 보건교육제공사업은

단기연수생 초청과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으로 채워져

있어17 파트너 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개선

을 위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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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접수번호 : 1367094, 2011. 06. 02),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KOICA) (정보공개청구이송 시행번호 : 국무총리실 - 1298, 2010.

06. 03),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함

14  WHO Health System Framework; 6 ‘building Blocks` of Health systems 

15  WHO. Global Act as of the Health Workforce(http://www.who.int/globalatlas / default.asp)

<그림 3>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인력(의사, 간호사, 조산사) 부족이심각한국가현황15

(출처: WHO. Global Act as of the Health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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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수립중인 국가별

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모자보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장조사와 계

획, 예산 등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방식인 것이 문제

이다. 

4)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가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사업효과를 제대로 검증하

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예컨대 한국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EDCF 사업부의 경우, 국가별

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별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EDCF 경협지원실에 모

자보건분야 담당인력이 1인 배치되어 있긴 하나, 보

건 외 IT, 전력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이를 보건

분야 전담인력으로 보기 어렵다. 무상원조의 핵심인

KOICA의 경우에도 모자보건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추가 증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18 이로 인해 모자보건 사업계획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략

을수립하고진행하기에어려움이많아보인다.

5) 파트너국시민사회의민주적주인의식

(Ownership)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 

시민사회의참여가활성화되지않으면포괄적이고지

속 가능한 효과를 가져오는 보건원조 정책이 수립되

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정부가수립중인국가별지원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립

단계에서부터시민사회참여의기회는보장되지않고

있다. 이는 중점협력대상국 명단이 현재 대외비로 지

정·관리되므로 현재 수립 중인CPS대상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국무총리실의 입장에 의해서도 증

명된다.19

4. 보건분야원조에서한국정부의역할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정부의 보

건분야원조는원조분절화, 공여자 주도의사업, 예측

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원조 미비 등의 여러 가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KoFID 보건분과는 한국정부의 보

건분야 원조효과성 제고 및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같이제언하고자한다. 

1)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한

국이 빠른 속도로 거둔 보건환경 개선이 효율적

프로그램으로인한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 효과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파트너 국가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

국의 개발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

의 모자보건 원조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도출

해내야한다. 

2)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근거하여 원조금을 집행하

는진정한파트너십이구축되어야한다. 단기적효

과 달성이나 원조효과성 지표 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보건사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변화

를 통해 파트너 국가 보건시스템 전반에 개선을

이룰수있는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3)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사업 23개 평가지

표20에 따른 정확한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엄정한 사업평가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한

된 원조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보건ODA지원이이뤄져야할것이다.

4) 한국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국제개발협력에 결합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 중인 국가별지원

전략(CPS) 수립과정이나 모자보건원조를 위한 정

책수립 과정에서부터 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의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파트너 국가에서도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현지주민대표를 비롯하여 시민사

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포

괄적인주인의식을발휘하도록독려해야한다. 

16  KOICA 사업별원조목적코드별통계(2010)에따르면, 보건의료지원금약 823억중 687억가량(83.51%)이프로젝트사업에사용되었음

17  KOICA 사업별원조목적코드별통계(2010)에따르면, 원조목적코드명 `보건교육`에해당하는약 3억 9천만원중 3억여원(76.57%)에해당하는금액이연수생초청(약

1억 3천만원, 34.1%)과해외봉사단파견(1억 6천 5백만원, 42.47%)으로사용되었음‘보건인력개발’의 5억 3천만여원도전액‘해외봉사단파견사업’으로사용되었기

에, 파트너국가의보건시스템이지속적으로개선되는것은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분석됨

18  기획재정부(접수번호 : 1367094, 2011. 06. 02), 외교통상부(정보공개청구이송시행번호 : 국무총리실-1298, 2011. 06.03)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내용임

19  이는 2011년 6월 2일국무총리실을상대로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청구한정보공개청구신청내용(접수번호 : 1367094) 중, ‘세계최빈국 13개국의CPS 대상국포

함여부공개 ̀항목의답변으로통지된내용임

20  식수위생시설, 출산전스테로이드복용, 신생아체온관리, 모유수유, 양막조기파수에대한항생제등WHO가지정한아동사망의예방책과치료책 23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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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대한제언

KoFID 보건분과는개발효과성이라는더욱넓고새로

운 시각으로 원조체제를 재검토하는 이번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에서 보건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반영되기를기대한다.

1) 원조의 분절화를 막고 공여국의 책임성 있고 조화

로운 원조를 위해 IHP+를 통한 보건 원조공여국

및 원조기관 간 원조조화와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

어야 한다. 보건분야는 부산 이후의 모니터링 과정

에서도 효과추적 분야(Trace Sector)로 계속 유지

되어야한다.

2) 보건 분야에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

해서는 신뢰도 높고 투명한 재정지원 시스템과 국

가차원의보건전략이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여

전히 프로젝트성 원조의 비율이 높은 점이 지적되

어야한다. 공여국은해당국가의보건수요에발맞

춰 예산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접근

해야 하며 지역의 조달체계를 사용하고 강화하겠

다는의지를재확인해야한다. 반면 파트너국가들

은 충분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개혁

을이뤄내야한다.

3) 공여국들은 협소하게 정의된 성과평가의 기준이

원조의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영’과‘결과에

기반한 운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강조가 재정지원과 협력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건분야 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맡고 있는 국제NGO들도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평가기준들을준수해야한다.

4) 부산 총회는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의 상호책임성

과 참여적인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먼저 공여국 들은 국가 간 컴팩

(Compact)이나 공동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이뤄냄으로써 파트너 국가 정부를 위한 책임성 있

는 개발계획 및 이행과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조국가와 파트너

국가는시민사회가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함께참여

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과구조를구축해야한다.

5) 공여국들은 GNI의 0.7%를 ODA에 배정하겠다는

공약을실현하고, ODA 보건에 배정하는점유율을

증가시켜야한다. 

6. 맺음말

최근 한국정부는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

칙을 승인하였다. KoFID 보건분과는 이와 같은 정부

의조치를환영하며이번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도 이스탄불 원칙이 공식화되도록 한국 정부가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보건 분과

는 이번 부산총회를 통해 공여국의 책임성 있고 조화

로운 원조,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 강화, 공여국과

파트너국가의상호책임성과참여적인주인의식강화

를 위한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의 핵심적 쟁

점들이반영되기를요구한다. 

나아가 한국정부가보건분야원조에서민주적이고포

괄적인 파트너십 구축, 엄정한 사업평가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내적인 개발협력의 질

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의제

형성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선도적인역할을하기를

기대한다. 보건분과에 참여한 단체들 또한 개발협력

에서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 스스로 역량강화를 게을

리하지 않을 것이며,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개발협력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할 것을 다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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