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2007 Annual Report
사업보고서

www.worldvision.or.kr

비전헌장 Vision Statement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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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월드비전 이사장 김선도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 동안도 월드비전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국내외의 후원자, 후원기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월드비전을 통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결과들을 모아‘2008 월드비전 사업보
고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통과 시름에 빠져있는 세계 곳곳의 작은 생명들에게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작은 사랑은 곧
커다란 희망으로 자라나 이만큼이나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월드비전의 전 직원들은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2008년도에
도 여러 후원자, 후원기관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월드비전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continue to be faithful stewards, saving lives. I am grateful to all our supporters who have given so generously over
the past year. I am happy to report on the fruitful results of the World Vision ministry achieved in 2007, which was thanks
to your commitment and support. Your generosity has brought transformation to suffering people in need around the
globe, making a better world to live in. World Vision Korea’s board, management, and staff take full responsibility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mission entrusted to us. In 2008, World Vision will continue to save more
lives by responding to your call for action.

Bishop Sundo Kim
Board Chair
World Vision Korea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2008년 2월 월드비전 회장 박 종 삼

2007년은 57년 월드비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경남 마산에 꽃때말
공부방 2호점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국내 사업 전반에 크나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7년에 걸친 월드비전의 북한 농업개
발사업이 결실을 맺어 백두산 자락 대홍단에 유례없이 많은 월드비전의 후원자님들이 함께 찾아가 씨감자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2006년 말 27개국 70여 개에 불과했던 월드비전 한국의 해외 지역 개발 사업장이 2007년 말
40개국 150여 개 사업장으로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올 한해만 질병과 가난, 전쟁 등으로 고통 받던 약 8만 명
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후원자를 만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기록들을 후원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며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Your generosity is a powerful driving force for transformation! The year 2007 will be recorded as the most
memorable year in the 57-year history of World Vision Korea. The domestic ministry has seen significant growth.
A large group of Korean donors made a memorable visit to North Korea to observe the completion of a fifth
hydroponics seed potato farm in the northern county of Daehongdan, along Mt. Baekdu. This highlighted World
Vision’s 7-year agricultural ministry in North Korea. During 2007, the number of programmes/projects funded by
World Vision Korea has expanded to 155 in 43 countries from 101 in 38 countries in 2006. For the past year,
sponsors have given new hope for a future to more than 80,000 new children suffering from diseases, poverty, and
conflicts. I am very grateful to donors and sponsors for making this big transformation possible.

J. Sam Park
Executive Director, World Vis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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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February

1 에이즈 홍보대사 가수 비의
월드투어 공연장에 에이즈 홍보부
스 운영, 자선 팔찌 등 판매

3 남북의 농업기술협력과
농업전문가 연대를 위한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 개설

Charity wrist-band on sale during

World Vision Korea opens North

“Rain’s Coming” world tour concert

Korea Agricultural Research

by RAIN, World Vision HIV and

Institute to promote agricultural

AIDS Ambassador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 월드비전 대전충남지부와
세이백화점, 지역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희망둥지 프로
젝트’실시

4 의정부지역 초등학생들이 모금
한 성금으로 케냐 로로키 지역
논토토 마을에 초등학교 완공

“Nest of Hope” project for low-

construction in Nontono village,

income children, co-hosted by

Lorrooki District, Kenya, thanks to

Daejeon’s internal regional office,

donations from primary school

South Choongchung Province,

students in the Uijeongbu area,

World Vision Korea and SAY

Kyunggi Province

Completion of primary school

Departme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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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7

7

04

March

9

April

11

05

May

06

June

5 동아일보사와 함께 2007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를‘42.195는 사
랑’이라는 주제로 동아나눔마라
톤 개최

7 월드비전과 대한생명이 함께 하
는 해피프랜즈 청소년 자원봉사단
2기 발대식
Launching the second corps of

9 월드비전 경기북지부, 후원
아동을 대상으로‘고양어린이
축구단’창단(그 외 2개지역 군산,
정읍도 축구단 창단)

11 에이즈 환자와 고아들이 겪는

Charity marathon called “42.195 is

“Happy Friends,” a youth volunteer

Founding of “Koyang Children’s

through exhibition to raise

Love” conducted in partnership

group, in collaboration with the

Soccer Team” composed of

awareness about HIV and AIDS

with the DongA Daily

Korea Life Insurance Corporation

selected Korean children,

being launched in Seoul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최초
‘에이즈 체험관’오픈
“One Life Experience”, a walk-

organized by World Vision Korea’s
North Kyunggi Province’s internal
regional office

6 남북의 농업과학자들이 함께

8 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몽

10 시인 정남식 후원자의 기부로

연구할 수 있는 평양농업과학원 내
시범농장 마련 및 유전자원 교류

마산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꽃때말 공부방 2호점 개소

Opening of a comprehensive

골사업장에 봉사단원 4명을 파견,
1년 동안 IT 및 교육 분야에서
봉사활동

Opening of second branch of “Do

demonstration farm in Pyongyang

Four volunteers sent to World

Not Beat, Even with Flowers,” an

to promote agricultural

Vision Mongolia to help with

after-school center for low-income

cooperation between ROK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ildren, in Masan area, donated

DPRK and official potato seed

education

by Namshik Chung, a poet

exchange

10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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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7

08

July

12 세계 정상의 어린이 합창단
6개국 7개 팀 내한,‘어린이가 안
전한 세상’을 주제로‘2007년 세
계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제’개최

16

14 기아체험 24시간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캠프’로 새로이 개발되어,
첫 리더 교육 시작

August

16 월드비전 관계자 및 후원자
144명이 함께 북한 대홍단
씨감자 생산사업장 준공식 참석
A large delegation of some 150

World Vision Children’s Choir

Training of facilitators for home-

South Koreans attending the

hosting World Vision 2007

camp, 24 Hour Famine

Daehongdan seed potato farm’s

International Children’s Choir

opening ceremony, DPRK

Festival under the theme of
“Imagine a World Where Children
are Safe,” participated in by 7

15 한비야 국제구호팀장 광고출

children’s choirs from abroad

연료 전액 기부, 청소년을 위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지도 밖
행군단’출범

13 이윤구 전 월드비전회장

17 카테고리 Ⅲ(전 세계적 재난)
로 선포된 남부아프리카 3개 지역
에서 WFP(세계식량계획)와 협력,
긴급 식량지원 사업 실시

자서전‘사랑의 빵을 들고 땅 끝
까지’발간

Launching of “Keep Marching Off

Funding a World Food Pragram

the Map” School of Global

food security program to bring

Publication of “Taking Love Loaf to

Citizenship, a youth education

relief to southern Africa, which is

the End of the World,” a memoir by

program on global issues funded

experiencing a terrible drought and

Dr. Yoon-Gu Lee, former Executive

by donations from Biya Han,

declared a Category III

Director of World Vision Korea

Emergency Relief Manager, World

humanitarian emergency

Vis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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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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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

18

09

10

September

22

October

11

24

November

18 월드비전 김혜자친선대사의

20 SBS와 함께하는 기아체험 24

22 월드비전 후원자와 함께

방문과 지원으로 시작된 라이베리
아 몬로비아에 3개 고아원,
기숙사 및 학교 건축

시간이 10월 첫 주를‘기아주간’
으로 선포, 전국민과 함께하는
기아체험 24시간 개최

하는 창립 57주년 후원감사의
밤 개최
Donor recognition night on the

Opening of 3 orphanages,

World Vision Korea’s 24 Hour

occasion of 57th anniversary

elementary school and dormitory,

Famine outdoor camp with week-

celebration

shelter for Orphans project, Liberia

long television programs aired

funded by Madam Hye-Ja Kim,

during the week of October 2

goodwill ambassador of World

through 7 in partnership with a

Vision Korea

long-time partner, SBS TV, a

12

December

25

24 태안반도 기름 유출 지역에
월드비전 자원봉사단 파견
Mobilizing volunteers for Korea’s
worst oil spill affecting the west
coast

national broadcasting station

25 전세계 월드비전 12개국과

19 전국 목회자 430여 명이 참석

21 삼성전자(주) 반도체총괄,

23 저소득 가정 아동교육지원을

한 가운데 월드비전 국제본부 발
디어 스튜어나겔 목사 초청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월드비전 몽골 날라이흐 사업장
내 ICT 센터 설립

돕기 위한‘나눔 프로젝트’두번
째 자선상품인‘나눔 MP3’출시

Samsung Electronics

Second launching of a charity item:

More than 300 Korean pastors and

Semiconductor funding

1G USB memory stick, on sale in

‘World AIDS Day’ vigil, part of

Christian leaders participating in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collaboration with GS Caltex, to

World Vision Partnership’s

an annual pastors and church

center in Sukhbator district,

fund an education program for

campaign including 12 national

leaders’ conference under the title

Nalaikh ADP II in Mongolia

domestic low-income children

offices, where 6,000 names of

연대해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6천명의 이름을 부르는
‘에이즈의 날 캠페인’실시

of “Mission and Spirituality,” led

children orphaned by AIDS and

by Rev. Valdir Steuernagel, Vice-

AIDS-related illnesses in Africa and

president, Christian Commitment,

Asia were read aloud

World Vision International

19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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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이사 Honorary Board Members

월드비전
이사진
World Vision Korea
Board of Directors
정진경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창근
(사) 세선회 이사장

Rev.Dr.Jin-Kyung Chung
Retired senior pastor,
Shin Chon Holiness Church

Dr. Hyung-Seok Kim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Dr. Yoon-Gu Lee
Former President,
Korea Red Cross

Mr. Chang-Keun Choi
Board Chair,
Sehsun Global Mission Inc

이사장 Chair

이사 Directors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

유재건
국회의원

박종순
충신교회 담임목사

송자
(주)대교 고문

김도빈
정읍성광교회 원로 목사

Bishop Sundo Kim
Retired senior pastor,
Kwang Lim Methodist
Church

Dr. Jay Yoo
Member of Parliament

Rev. Chong-Soon Park
Senior pastor, Choong Shin
Presbyterian Church

Dr. Ja Song
Advisor
Daekyo Co. Ltd.

Rev. Doh-Bin Kim
Retired senior pastor,
Sung Kwang Presbyterian
Church

김모임
적십자 간호대학 학장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철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진호
도봉감리교회 담임목사

딘 허쉬
월드비전 국제본부 총재

Dr. Mo-Im Kim
Dean, Red Cross Nursing
College

Rev. Jung-Ik Lee
Senior pastor, Shin Chon
Holiness Church

Rev.Chul-Shin Lee
Senior pastor,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Bishop. Jin-Ho Kim
Senior pastor, Do Bong
Methodist Church

Dr. Dean R. Hirsch
President, World Vision
International

감사 Auditors

와트 산타티와트
월드비전 아태지역본부
부총재대행
Dr. Wattanapong
Santatiwat
Chief of Staff and Board
Governance, World
Vision International

박종삼
월드비전 한국회장

송문호
(주)성주디앤디 대표이사

김종택
김종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Rev. Dr. J. Sam Park
Chief Executive
World Vision Korea

Mr. Moon-Ho Song,
CEO, CPA
Sungjoo D&D Inc.

Mr. Jong-Taek Kim
President,
KJT Tax Accounting Office

월드비전은 가난과 불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 개발 옹호기구입니다.
월드비전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동역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월드비전은 종교, 인종, 민족 혹은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섬깁니다.

월드비전 성남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따뜻한 밥에 사랑까지 듬뿍담아 도시락을 만듭니다.

국내사업
월드비전은 전국 11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10개의 가정개발 센터와 10개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통해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한 해동안 아동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 했던 월드비전의 국내사업을 돌아본다.

아동을 위하여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왕따, 학습

장애, 우울증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아동들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
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방과후 교
실’을 운영하며‘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동들이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권리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22,207명의 결연아동들에게 1,954,664,065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전국 26,18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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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7,638명의 어린이들이 아동권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배웠다. 이 밖에 전국 70여개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했다.

가정을 위하여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개발센터를 통해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정의

문제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돕는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2

가족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2007년 한 해 동안 월드비전 복지관과 가정개발센터를 통해 약 24,877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정기적인 가
족 모임과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전국 29,652 가구에 2,606,356,651원 상당의 생활비와 생활용품이 지원되었
다. 전국 10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통해 1,437여 가구 466,800여 개의 사랑의 도시락이 배달되었으며 전
남 무진지역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이 신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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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아동 영어캠프 체험 활동
2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의
어르신 신바람 축제

3 태안반도 기름유출 복구활동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관과 가정개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재해를 입은 국내 지역의 긴급구호 및 물자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어려
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참여문화를 만든다.
2007년 한 해 동안 마산 지역의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마산 꽃때말 공부방’이 신설되었다. 8월
제주, 전남 지역 태풍 나리 피해주민들에게 1억3천만원 규모의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였고 동계지원으로 김장
및 겨울옷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12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주민들을 위해 10여 일간 1,067명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함께 기름제거 활동을 벌였다.

3

월드비전 2007 국내사업장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송파 성남 인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정읍 춘천 동해

11 지역

○ 가정개발센터(FDC)

태백 감포 전주 군산 제주 고양 울산 제천 천안 마산

10 지역

◎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고양 인천 성남 정선 동해 제천 대전 광주 정읍 부산

10 지역

♠ 가정결연사업장

화순 정선

♣ 장애인복지관

춘천

◈ 청소년수련관

동해

▲ 이동복지관

정선

(숫자) 지원시설

전국

2 지역

총 70개

“엄마, 뭐 드시고 싶어?”월드비전 정선이동복지관을 통해 이동목욕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
느 날. 목욕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휠체어 탄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을 보았다. 두 분의 힘겨운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보건소에 문의해 찾아 갔더니 벌써 15년째 80세의 할아버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신 77세의 할머니를 돌보고
계신 거였다. 방도 좁고 물을 데울만한 솥도 없고 연탄시설도 없었지만 외로운 두 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기 같은 할머
니의 성격과 여든의 연세에 할머니 시중들랴, 살림 하랴 바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목욕도 목욕이지만 말벗이 필요하고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와 조를 짜서 매주 한번씩 목욕봉사를 시작했고 목욕을 마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아드리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젊어서 고생하신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할머니 젊은 시절 이야기들로 얘기 꽃을 피우곤 하셨다.
어느덧 일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봉사자들은 마치 부모와
자식마냥 가까워 졌다.“엄마 뭐 드시고 싶어?”
“음~ 부침개 좀 부쳐봐”할머니가‘이번엔 만두가 먹고 싶다’,
‘김밥 좀 싸와라’하시면“에구~ 힘든 것만 골라서 먹고 싶데~ 알았어요.”
라며 너스레도 떤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는
날엔 꼭 오렌지 주스와 과자를 사다 놓으신다. 속으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싶지만 우리들은 둘러 앉아 주스와 과자를 맛있게 먹는다.
주스 한 병과 과자 하나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글 홍미경 님┃월드비전 정선이동복지관 목욕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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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업
북한 지역 5개 씨감자생산사업장(평양, 대홍단, 함흥, 정주, 배천)에서 연간 목표치인 1,100만 알을 훨씬 초과한 1,478만 알의 씨감자
를 생산하였다. 특히 백두산 자락의 대홍단에서는 씨감자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채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씨감자생산사업

북한 지역 5개 씨감자생산사업장(평양, 대홍단, 함흥, 정주, 배천)에서 연간 목표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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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알을 훨씬 초과한 1,478만 알의 씨감자를 생산하였다. 특히 백두산 자락의 대홍단에서는 씨감자 종자
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채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의 시설 확대 공사를 추진하였고 2007년
완공이 되었다. 월드비전은 그 동안 땀 흘린 국내 농업 전문가와 후원자들을 비롯한 남쪽 관계자 144여 명과 함
께 감자꽃이 만발한 대홍단 감자밭에서 대홍단 준공식을 가졌다.
위치

전체 규모

수경재배온실

연간 생산량

8,500평

3,000평

620만알

양강도 대홍단

33,500평

3,000평

211만알

평안북도(정주)

4,300평

1,000평

278만알

황해남도(배천)

3,300평

1,000평

254만알

함경남도(함흥)

4,300평

1,000평

115만알

53,900평

9,000평

1,478만알

평양 농업과학원

합계

채소와 과수사업

1 수해를 입은 북한동포를 위해 긴급
구호키트 2,000세트를 지원했다.

2 평양 농업 과학원 내 시범농장을 마
련하고 유전자원교류를 위한 토대
를 만들었다.

월드비전은 1998년부터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에 큰 도움을 주

는 채소와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 온실 2개를 운영하며 유치원, 병원, 학교 등의 1만2천여 명의 어린이와 환자들
에게 오이와 토마토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평남, 숙천, 과수학연구소, 평양 중앙남새연구소와 함께 생산성이 높
고 북한 풍토에 적합한 채소와 과일 품종 개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시범농장 및 유전자원교류

남북의 여러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농업기술을 전수

하고 공동으로 시범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평양 농업과학원 내에 마련한 시범농
장에서는 육묘장(벼, 채소), 감자시험포전, 과수원(사과, 배), 태양열온실을 설치하여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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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섬 반장님, 늘 건강하세요!”두루섬 채소생산사업장을 둘러볼 때마다

수줍은 웃음을 띠며 먹음직스럽

게 익은 토마토와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는 반장님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오이와 토마토를 매달 유치원과 탁아소, 병
원, 학교 등에 배달하시고 월드비전에 꼬박꼬박 분배보고서를 만들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월드비전이 처음으로 144명이
라는 대규모의 후원자님을 모시고 대홍단 씨감자생산사업장 준공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자랑하
고 싶은 곳이 바로 두루섬 채소생산사업장이었습니다. 대홍단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7월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북측 대표단
과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측 대표단이 큰일이라며 두루섬 반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비보를
전하였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계셨던 반장님의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소식은 북쪽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월드비전은 남쪽의 전문가들에게 북측 대표에게서 전해들은
반장님의 상태를 구두로 설명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약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수소문하여
북측 대표단을 만날 때 마다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한 달 뒤, 후원자님을 모시고 두루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낯선 분이
사업설명을 해주실거란 예상을 깨고 반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 앞에 반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지만 반장님은 월드비전
후원자님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던 것 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건강하게 일어나주셔서 감사하다고, 회복을 위해 애써주어 고맙다고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 우리의 두루섬 반장님은 작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평양이 모두 잠겨버렸을 때
두루섬 사업장이 물에 잠기지 않게 온 사방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밤새 지켜내셨다고 합니다.
글 김혜주┃북한사업팀 간사

드비전 농업사업을 한 곳에 모아놓고 남북의 농학자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최
초로 남북의 감자유전자원을 개성에서 상호 교환했다.

제 7차 남북농업과학 심포지엄

남북의 농업 전문가들이 북한의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2007년 12월 평

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여 그동안 연구해온 업적과 성과를 나누었다. 심포지엄에서는 2007년 진행한 사업을 평가
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나아가 통일 이후 남북농업기술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북의
감자, 채소, 과수, 토양, 유전자원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의를 했다.

북한농업연구소 운영

월드비전 대북 농업개발사업 성과와 오랜 시간동안의 남북 농업기술협력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남북한 농업전문가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농업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
시하고자 2007년 2월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를 개설하여 북한농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2007 북한사업장 현황
▣ 씨감자생산사업

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함경북도 함흥

○ 채소생산사업

평양 만경대, 평양 두루섬

◎ 채소육종사업

평양 미림 중앙남새연구소

♠ 소규모채소생산온실

평양

♣ 종합시범농장

평양 농업과학원 시험포

◈ 과수묘목사업

평남 숙천 과수학연구소

▲ 국수공장

평안남도 평원, 안주, 개천,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신창, 평안북도 선천
*현재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에서 안주, 개천 국수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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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한국은
교육활동과 캠페인 등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는 옹호사업을

옹호사업

1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7년 6월
옹호사업팀을 신설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_지도밖 행군단 캠프

우리의 청소년들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책임감 있는 세

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지도밖 행군단’캠프가 7월 26일부터 29일 그리고 8월 13일
부터 16일 1,2차에 걸쳐 경기도 김포학생야영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지원한 9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작
은 지구촌을 뜻하는 7개 나라의 시민으로 나뉘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모의 UN총회’와 국제 이슈에 대한 강
의를 들으며 행군단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발을 내디뎠다.

화이트 밴드 캠페인 및 콘서트 개최

2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월드비전은

10월 17일 UN지정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여의도공원에서‘화이트 밴드 캠페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캠
페인에 참가한 단체는 27개이며 약 2,5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또한 지구촌 빈곤퇴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
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231개 단체와 153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명에 동참했다.
3

월드비전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진행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1월 30일 고려대학교에

서 동대학 국제대학원과 공동주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동 354명의 이름을 불러주
는 캠페인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월드비전 파
트너십 12개국이 연대한 에이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용인 죽전고등학교 학생 및 지구촌대학생연
합회의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고 박나림 월드비전 홍보대사의 특강이 더해졌다.

1 세계시민학교 지도 밖 행군단 1기
단원들

2 10월 17일 화이트 밴드 캠페인에
참여한 월드비전 정애리·박상원
친선대사

3 에이즈의 날 캠페인에서 피켓홍보
를 하는 죽전고 학생들

한 손은 나를 위해, 다른 손을 남을 위해“제가 세계시민학교에 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한비
야 언니 만나기, 그리고 둘째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기.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진정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제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음이 전해졌다고나 할까요? 진정한 세계시민
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이슈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고 진심
으로 눈물을 흘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한비야 언니로부터 받은 바람의 딸 책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사랑하는 지영아! 한 손은 나를 위해,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해 쓰면서, 우리 그렇게 멋있게 살자!’라고 써 있었어요.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딸,
세계의 딸이 되자!’고 말이에요.”글 윤지영┃지도밖 행군단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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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1

월드비전 2007 세계어린이합창제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 어린이들의 음악축제 세계어린이합창제가

2007년 7월 17일에서 20일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라는 주제
로 열린 이번 세계어린이합창제에는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전 단원은 물론 7개 팀 300여 명의 외국 유명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2

제39차 해외순회연주 ‘A Voice for the Voiceless’

월드비전 미국의 초청으로 미주 동부지역

의 미국교회를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여 회에 걸친 순회연주회를 가졌다. 가난과 빈곤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향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의 무대에 세계적인 CCM 싱어송라이터‘트윌라 패리스’도 함께했다.
3

‘Count Your Blessings’ 성가음반발표 및 기념음악회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한 성가음반

‘Count Your Blessings’(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를 발표하고 11월 24일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동명의

1 월드비전 2007 세계어린이합창제

기념연주회를 열었다. 이 앨범에는 새롭게 편곡한 타이틀 곡‘블레싱’외에‘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내 주

의 마지막 날 세계 6개국 7개 합창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등 새롭게 편곡된 17곡의 찬송가와 창작성가가 수록되었다. 또 박제현 영화감독이 재능
나눔으로 제작한 동영상 DVD가 함께 수록되어 앨범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단이 함께한 연합합창

2 39차 해외순회연주에서 CCM가수
트윌라패리스와 함께 공연

3 Count Your Blessings 성가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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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우즈베키스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진이 있는 지역은 2007년

레바논

월드비전 긴급구호 사업장입니다.

요

이라크

팔레스타인

Emergency relief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2007
in areas indicated with pictures.

말리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수단
시에라이온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가나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주민공화국

앙골라

르완다
부룬 디

잠비아

케냐

말라위

볼리비아
잠바브웨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볼리비아 대홍수 긴급구호

레소토

대홍수로 인해 전 국토의 68%이상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 25,000명 이상이
발생한 볼리비아에서 긴급히
임시피난처 제공

소말리아 지구촌교육 캠페인 지원
내전으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지금, 초등교육에
동참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초등교육
재개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

남부아프리카 대기근(카테고리 III)
긴급구호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남부아프리카
(레소토,짐바브웨,스와질랜드) 3개국에
WFP(세계식량계획)와 협력, 학교급식사
업, 긴급식량지원사업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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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이라크 난민 구호
요르단에 거주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라크 난민 70만 명을 대상으로 옹호사업
및 구호사업 실시

미얀마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사업
미얀마 코캉, 차욱, 예난 차웅 지역에
서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 장기
적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사업 1차
년도를 지원,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기여

몽골

스탄

요르단
파키스탄

네팔

남아시아 대홍수 긴급구호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1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비롯해
4천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파키스탄을 비롯,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에서 긴급구호식량 및 물자 지원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 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카테고리 III)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긴급구호
방글라데시 남부 벵골만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시드르로 인해
사망자 3,256명 등 총 ,470,000명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구호식량
및 물품, 재건복구사업 지원

월드비전 해외 지역개발 사업장 ADP
지역
아시아

국가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소계

사업명
날라이흐
아르항가이
바얀혼거르
고비알타이
호브트
피지다곤
미야난다르
보그라
선더번
락삼
푸바달라
호아방
트라미
트엉쑤언
후엉호아
세폰
농
썸머아일랜드
상쿤트머이
모랑
군들루펫
비샤카파트남
부바네스와르
뭄바이
아샤딥
빌라스푸르
이스트 삼부
망가라이
10국 28개

지역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사업명
굴렐레
노노
디겔루나 티조
하브로
멜카벨로
짐마게넷
자네 테나네
고로
에네모레나 에너
훌라
로로키
앙구라이
오실리기
밤바
카총가
나만요니
부둠바
카킨도
카삼브아
키지란 품비
쳇사
상가
부아 음테테
음페레레
카상가지
뭄브와
룽가
무다냐마
마고예
카인두

지역

국가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스와질랜드
가나
시에라리온
말리
소계
중동/동유럽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소계
중/남미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소계
총계

사업명
충고
도무에
울롱궤
리피지
은다울라
풍구루메
키쿨라
무토시
음키웨니
마들람감피시
판테아크와
아프람 플레인즈
니미코로
사모리
소로
11국 45개
남부제닌
북동부 제닌
리브라즈드
2국 3개
차얀타
에스페란사
알파레로
누에바 비다
토레푸에르떼
솔리다리다드
호코탄
산후안에르미
3국 7개
23국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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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사업

1

월드비전은 현재 전세계 43개국 155개 사업장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들의 온전한 자립이다. 이를 위해 10~20년 간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그 사업들은 주로 학교건축, 교육지원, 식수사업, 영양 의료
사업 등 이다. 또한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지구촌 아동들을 위한 사업으로 HIV&AIDS 에 대한
예방 및 교육사업과 아동노동자나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인신매매 등에
2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한 특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보그라 사업장┃컴퓨터 센터 건축사업

포스코의 지원으로 방글라데시 보그라 사업장

지역 내에 지역주민센터 및 컴퓨터실로 활용 가능한 컴퓨터 센터를 건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50여 개의 지역
자치주민조직 구성원 및 아동 약 6천명이 컴퓨터 교육을 비롯해 보건, 주민조직운영, 회계 관련 교육 및 지역 문
화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우간다 카킨도, 카삼브야 사업장┃식수 및 위생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우

간다 카킨도, 카삼브야 사업장에 식수시설 56개를 설치하고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약 37,000명의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위생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 상태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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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날라이흐 사업장┃ICT Center 건축

삼성전자(주) 반도체총괄은 몽골 날라이흐 사업장 내 수크

바타르 지역에 ICT 센터 설립을 지원하였다. 약 130평 건평의 2층 건물인 ICT 센터에 삼성전자에서 기증한 컴퓨
터 80대와 구입한 LCD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80세트, 그 외 책걸상, 책장, 프린터 등이 설비되었다.

짐바브웨 부헤라 사업장┃교육사업

짐바브웨 부헤라 지역에 네후맘비, 음비조, 안톤스 마데우 초등학

교가 재건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세 개 학교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했고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4

를 통해 부헤라 지역 540명의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에이즈 감염률 저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방글라데시의 엘리나와 딸 로나는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문해 교육을
받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수
공예품 가게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

시에라리온 니미코로 사업장┃여성역량강화사업

월드비전 김혜자 친선대사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니미코로 지역의 전쟁피해여성의 역량강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직업기술센터를 짓고 200여 명의 여성
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에이즈 예방 및 기타 보건교육, 소액의 창업지원금 등을 실시했다.

게 되었다.

2 우간다 카킨도 카삼브야 사업장
식수 및 위생 시설

3 방글라데시 보그라 사업장 컴퓨터
센터 건축

동티모르 바우카우 청소년 센터

월드비전 한국은 바우카우 지역에 청소년 센터를 세우고 3년째 청소

년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4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컴퓨터, 영어, 재무
등을 가르친다. 올해는 100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4 몽골 날라이흐 사업장 삼성전자(주)
반도체총괄에서 ICT센터 건축

5 짐바브웨 부헤라 교육사업
6 시에라리온 니미코로 사업장 여성
역량 강화

5

6

교육지원, 무엇이 중요할까? 아프리카 가나의 동부지역에서 5개월 동안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기초교육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은 바로‘가난한 나라’아동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교육지원 사업
이라는 말을 들으면 콘크리트 벽을 가진 새교실 건축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금방 허물어
질 것 같은 낡은 흙벽에 기본 위생시설인 화장실 및 식수시설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조사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 주민들, 교사 및 교육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학교 건축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작지만 그들 스스로의 자원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교사, 학생들과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2개 군(君)지역의 기초교육환경을
개선하는 3개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격려가 된 것은 교사나 학부모들 모두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지역의 아동들은 보다 밝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글 김성호┃국제개발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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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사업
국제구호팀은 2008년 한해도 구호사업의 3단계인 재난예방, 긴급구호,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재난 발생을 대비한 사전예방사업에 더욱 큰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카테고리 Ⅲ 사이클론 시드르 긴급구호사업

2007년 11월 16일 방글라데시 남부 벵

골만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시드르로 인해 사망자 3,256명 등 총 8,470,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월드비전은
사이클론 강타 직후, 지역개발사업장 5개 지역을 포함한 바게르핫, 피로스뿌르 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식량 및 물품지원을 실시했다.
수혜자수 37,823가구(약 180,000명) 사업내용 쌀, 랜톤(콩류), 감자, 기름, 설탕, 소금, 사리(여성용 의류), 롱기(남
성용 의류), 담요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 제공
1

남부아시아 홍수 긴급구호사업

2007년 7월과 8월에 발생한 홍수로 1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비롯해

4천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에서 긴급구호식량 및 물자를 지원했다.
수혜자수 84,000가구 사업내용 식수위생사업, 긴급구호식량 및 물자 배분사업

볼리비아 대홍수 긴급구호사업

기상이변으로 전 국토의 약 70%이상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 25,000명

이상이 발생한 볼리비아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임시피난처를 제공했다. 긴급한 상황이 진정된 후, 삶
의 터전을 빼앗긴 베니 주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도록 다양한 재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혜자수 3,200가구 사업내용 임시피난처 건립, 영구주택재건 및 보수, 농업복구, 가축지원

미얀마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사업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코캉 특

별지역 및 차욱, 예난차웅 지역에서 WFP(세계식량계획)와 협력하여 장기적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사업 1차 년
도를 지원,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기여했다.
수혜자수 51,560명 사업내용 식량을 활용한 도로개간, 학교보수, 식수시설보수사업, 교육사업,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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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이라크 난민 구호사업

이라크 전쟁 후 국내유민 2백만 명과 인접국에 이라크 난민 1백 70만

명이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이 중 요르단에 거주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이라크 난민 70만 명을 대상으로 옹호사업 및 구호사업을 진행했다.
수혜자수 10,000여 명 사업내용 긴급구호세트 배분, 보건소 의약품 지원, 난민아동 대상 비공식 교육(유치원, 교
과교육,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도서관과 놀이터 건립

부룬디 학교급식사업

3

수 십 년간의 내전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 많은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WFP(세계식량계획)와 협력하여 학교급식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수혜자수 67개 초등학교/ 총 수혜자 70,757명 사업내용 초등학생 대상 급식실시, 지역사회 및 교사 교육, 학교급
식시설 구비 및 보수

남부아프리카 카테고리 III 긴급구호사업

2007년 8월 국제월드비전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남부아프리카(레소토,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3개국에 카테고리 III(전세계적 재앙)를 선포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WFP(세계식량계획)와 협력하여 학교급식사업, 긴급식량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수혜자수 350,159명 사업내용 학교급식 및 긴급식량지원 실시
1 긴급구호세트를 배분받은 방글라데
시 아동들

2 식량을 활용한 노동창출사업으로
저수지를 보수하는 미얀마 주민들

3 영양급식을 지원받은 레소토 아동
4 긴급구호식량 수령장에 서명하는
남부아시아 주민들

소말리아 지구촌교육 캠페인 지원사업

내전으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지금,

초등교육에 동참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초등교육 재개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말리아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수혜자수 450개 초등학교(108,995명),정부 관계자 등 사업내용 지구촌교육 캠페인 주간선포(4/23~29) 및 워크
샵 진행,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옹호사업, 지역별 이벤트 및 가두행진, 지역주민 및 학생대상 의식고취

소말리아 보건 및 여성할례 예방사업

지속적인 내전에 따른 의료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파괴와

전통이라는 악습으로 인해 수 많은 아동들과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별히 여성할례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푼트랜드 지역에서 여성할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혜자수 소아 및 유아 1000명, 가임 여성 1,150명 (총2,150여명) 사업내용 예방접종 및 1차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인식변화 및 의식고취

소말리아 여성할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여성들의 98%가 여성할례를 받는다. 여성할례란 여성의 외부성기
를 모두 잘라버려 성적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통의식이다. 할례를 받는 나이는 8살에서 10살 사이. 동네 여인이 깜깜
한 방에서 면도칼로 마취도 하지 않고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여자들은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아이를 낳을
때 무수히 죽는다고 한다. 내가 만난 19살 다히로도 아이를 낳다 죽을 뻔했다. 17살에 첫아이를 낳을 때 일주일간 진통을 했
지만 끝내 아이는 할례 때 꿰맨 곳을 통과하지 못해 죽고 말았다. 다히로는 지독한 산고 때문에 한쪽 다리가 마비되고 소변까
지 통제할 수 없었는데 무정한 남편은 딴 부인을 얻어나갔단다. 친정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월드비전 보건의료팀을 만나 응급치료도 받고 이제 곧 복원수술도 받게 되었다.
내가 그 동안 참 잘 참았다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꺼라고 하며 꼭 안아주었더니, 수줍
어하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비로소 환하게 웃는 얼굴, 그제야 꽃다운 19살
같았다. 전세계에는 다히로와 같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를 강요당하는 여자아
이의 수가 한해에 무려 3백만 명이다. 물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이방인인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 의료관점에서 보면 여성할
례는 무수한 여성들의 일생을 망치는 흉악한 일임은 틀림없다.
글 한비야┃국제구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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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업

1

2007 월드비전 기도의 날 및 교회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월드비전은 매년 10월 1일 기도의 날을 맞아 전세계 직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2007년에는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국제 월드비전 선교담
당 부총재인 발디어 스튜어나겔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8월 31일과 9월 1일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
원에서‘예수님을 따라 어린이를 섬기자!’라는 주제로 기도의 날을 실시했다. 월드비전의 전국 직원들
은 지구촌의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9월 3일과 4일에는‘선교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2007년 교회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했
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역대 교회지도자 세미나 및 컨퍼런스 중 가장 많은 434명의 전국 지회목회자
2

가 참석하여 월드비전과 교회가 한차원 깊은 동역관계를 맺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일보‘글로벌 호프 캠페인’개최

월드비전은 국민일보와의 협력으로 2007년 11월 27일에서

2008년 1월 29일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미션칼럼기사를 게제했다.‘글로벌호프캠페인’은 월드비전이 한
국의 대표적인 기독언론사인 국민일보를 통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의 실
상을 알리고 아동결연후원에 참여토록 하는 캠페인이었다. 이런 의도에 잘 부합하여 한국교회 성도들 중 국민일
보 구독자들이 활발하게 결연에 참여하였으며 총 10회 기사 보도를 통해서 7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가장 가난하
고 억눌린 이웃을 돕는 사역에 동참했다.

3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선교예배

월드비전은 교회와 협력하여 지회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월드비전 사업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이 땅의 무너진 성벽
을 다시 쌓기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연합기도회와 선교예배, 사랑의 빵 봉헌예배, 성탄축하 점등예배 등을 진
행했다.
4

백석대학교 산학협력 협정식

월드비전과 백석대학교는 산학협력 협정식을 갖고 상호 유대와 인적 교

1 글로벌호프캠페인을 통해 월드비전

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산하결연아동에 대한 인성교육, 사역자 파송, 물적

아동결연후원을 시작한 신갈순복음

지원, 백석대학교 사회봉사 연계를 위한 학점 인정 및 인증서 수여 등을 진행했다.

교회 성도들

2 선교와 영성을 주제로 2007교회지
도자 컨퍼런스 개최

3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연합기도회
4 백석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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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ision is a Christian relief, development, and advocacy organization dedicated to working with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to overcome poverty and injustice. Motivated by our Christian faith, World Vision is dedicated to working with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World Vision serves all people regardless of religion, race, ethnicity or gender. 10 + 11

Domestic Ministry
In 2007, World Vision Korea ministered to people in need through eleven Community Development Centers,
a Community Center for the Disabled, nine Family Development Centers, and nine lunch centers throughout
the nation in as follows:

For Childre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provided with educational support,
counseling, mentoring, and after-school care to ensure thei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Also, children were empowered through Child Rights activities to become
responsible people and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During 2007, educational support amounting to $2 million was provided to 22,207
registered children, while 26,187 children participated in counseling, group activities, and
mentoring. Child rights programs benefited 7,638 children and 2,280 children receiving
institutional care were given support.
For Families Parenting and counseling programs helped address domestic conflicts in
the family. The poorest families were selected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and benefit from
the lunch program.
In 2007, services, support, and counseling were given to 24,877 families, while 29,652
families were provided with financial support amounting to $3 million. Through the lunch
program, more than 466,800 lunchboxes were delivered to 1,437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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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mmunities Community Development Centers and Family Development Centers
responded to the diverse needs of communities by funding and mobilizing volunteers to
support the victims.
In 2007, the second branch of “Do Not Beat, Even with Flowers” after-school center was
opened for low-income children in Masan. In response to Typhoon Nari that swept the
southern coast, $130,000 in emergency funds and $120,000 worth of GIKs were
administered to the victims. In response to Korea’s worst oil spill disaster, 1,067
volunteers and staff participated in clean-up activities along the west coast over 10 days.

3

1 An English camp for Korean
registered children
2 A festival for the elderly at
Gangwon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3 Volunteers participating
in clean-up activity for west
coast oil spill

“Mom, what would you like to eat?”

Soon after I started volunteering for the mobile bathing service run
by Jung Sun Mobile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of World Vision, I noticed a very old man barely pushing his ailing wife’s
wheelchair. It was such a pitiful sight which haunted me for days until I inquired about them at the health clinic in the village.
I learned that the old man was 80 years old and he had been caring for his 77-year-old paralyzed wife, who had suffered a
stroke, for 15 years. They were living in a small one-room shack with no proper heating facilities for bathing. I could not neglect
this lonely couple. I was deeply saddened by the plight of this vulnerable elderly lady and helpless man, who at the age of 80,
was taking care of a paralyzed wife as well as the housekeeping. They were in desperate need of someone to help them, not
only with bathing, but with housekeeping. They also needed someone to listen to them. I asked a peer volunteer to help me
bathe them once a week. After bathing, we would take time to be with them. We listened to their stories about how poor they
were when they were young, about their children, and about the woman’s life before marriage. A year has passed now, and we
have become very close, like parents and children.
“Mom, what would you like to eat?” I would ask her.
“Um, why not buchimgae (Korean pizza),”
“I’d love some dumplings” or “Make rice rolls for me,” she would say sheepishly.
“Dear me, you always ask for a difficult dish. No problem,”
I would tease her.
Despite their impoverishment, the elderly man would always have
orange juice and cookies ready for us. He really didn’t need to do that,
but my friend and I enjoyed the treat. I knew very well that his humble
offering of bottled orange juice and some cookies was an expression
of the couple’s genuine love and appreciation to us.
Meekyung Hong
Mobile Bathing Service Volunteer
Jung Sun Mobile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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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nistry

1

World Vision Korea operates special programs for children and Area Development Program (ADP) at 156
ministries in 43 countries. The ultimate goal of World Vision Korea ADP is complete self-reliance of community
people. To pursue this goal, World Vision Korea has continued 10 to 20 years of its projects
for constructing schools, education, water, and nutrition and health. Likewise, through
programs for children, World Vision Korea conducts appropriate projects for
children who grow up in acute environment because they are deprived
of rights to be cared. The major projects which World Vision Korea
intervenes include precaution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IV/AIDS, and projects for child laborers, street children,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exposed to human trafficking.
2

Bogra ADP, Bangladesh┃Computer Center Construction Project World Vision
Korea has constructed a computer center, which can be used as a community center and
computer lab, funded by POSCO(Pohang Steel Company). This project enabled 6,000
Development Group(DG) members and children to receive training on health, DG
management and book-keeping as well as computer skill.
Kakindo-Kasambya ADP, Uganda┃Water and Sanitation Project The
sponsorship funded Kakindo and Kasambya ADP, Uganda received grants from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o construct 56 water facilities and implement
sanitation training. The new water facilities enabled 37,000 community people to access
safe and clean water nearby while the training ensured bette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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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lina and her daughter Lona
from Bangladesh learned
how to read by World Vision’s
help, and now make a living
by running a craft shop
2 Children getting water from
a protected well in Uganda

Nalaikh 2 ADP, Mongolia┃ICT(Information Communication&Technology)
Center Project The sponsorship funded Nalaikh Area Development Programme received
funding from Samsung Electronics to construct an ICT Center in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Essential equipment such as 80 Computers, LCD monitors,
mouses, keyboards, desks & chairs, printers, etc. were set up in the newly built center.

4

3 Computer center in
Bangladesh
4 Samsung Electronics staff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ceremony of ICT center in
Mongolia
5 Students taking a lesson in
Youth Development center
in Zimbabwe
6 Community people
participating in women’s
empowerment project in
Sierra Leone

Buhera Education Project, Zimbabwe Three primary schools in Buheara, Zimbabwe
namely Nehumambi, Mbijo and Antons Madhewu were constructed. In addition, text books
were donated and HIV and AIDS awareness campaign was carried out. It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learning conditions and reducing the HIV rate for 540 children.
Nimikoro ADP, Sierra Leone┃Women's Empowerment Project Women
empowerment project was implemented for war-affected women in Nimikoro with funding
from Madam Kim Hye-ja(World Vision Korea goodwill ambassador).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was built to provide them with vocational training and health educational service
including HIV/AIDS information.

Baucau Youth Development Center

For three years, World Vision Korea Korea has
funded the Youth Development center in Baucau, Timor Leste. For each semester, youth
under the age of 24 came to the centre to learn computer skills, English, and finance for 8
hours a day. This year, 100 students graduated from the center.

5

6

What should be our priority for education programs?
For about 5 months in 2007, I worked in two rural districts of in Ghana to assess
educational needs and potentials, and design a project for basic education support. I had
one question in my mind during the period. What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support
children in poor countries with education? When it comes to education projects, many
people think about a physical structure with concrete walls. Such thought has reasons,
as most of the schools in African Rural areas have broken walls and lack of water and
sanitation, Which pose a significant hazard to children.
However, while I had interviews and group discussions with students, teachers, local
residents, and education officials to figure out what would be the best options, we together
realized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beyond school construction. In addition to construction
of classrooms, water facilities and latrines, there should be capacity building opportunities for
teachers and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so that teachers can deliver quality teaching for the
children and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can support Schools in more effective ways with their own
resources and capacity. What was really encouraging was that the teachers and parents are eager to work
together to enhance education quality for their children. The children in the area will be able to enjoy
brighter lives through this program where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work together.
Sungho Kim Development Team / Senior Program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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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lief
Bangladesh┃Cyclone Sidr Emergency Response

On November 16th 2007, 3,256
people died and a total of 8.47 million people were affected by the cyclonic storm "SIDR"
in Bangladesh. World Vision Relief Team has distributed Emergency Kits to those affected
people in 5 ADPs and non-ADP areas such as Bagerhat and Pirojpur district. Number of
Beneficiaries 37,823 households (about 180,000 people) Activities Distributed Emergency
Kits consisting of rice, lentil, Potatoes, Cooking oil, Salt, Sugar, Shari and Lungi and
Blankets.

1

Southern Asia┃Flood Emergency Response

World Vision has distributed
Emergency Relief Food and Non-Food Items to over 10 million people affected by the floods
in Pakistan, Bangladesh, India, and Nepal between July and August, 2007. Number of
Beneficiaries 84,000 households Activities Water & Sanitation project, Distributed
Emergency Relief Food & Non-Food Items.

Bolivia┃Flood Emergency Response Due to climate change, more than 68% of the
country was affected, and more than 25,000 people became environmental refugees in
Bolivia. World Vision Relief Team has provided Temporary Shelters to the affected people,
and implemented many Rehabilitation & Transition projects to help them recover their daily
lives and livelihoods. Number of Beneficiaries 3,200 households Activities Provided
Temporary & Permanent Shelters/ House Reconstruction, Agricultural Recovery support.
Myanmar┃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The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has been implemented following the agreement between World Vision
and World Food Programme in the areas of Kokang, Chauk and Yenanchaug, which are the
poorest districts in Myanmar. World Vision Korea has supported the first year of the
operation providing food security for the local people. Number of Beneficiaries Total of
51,560 people Activities Renovated roads, Reconstructed/renovated schools,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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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al for irrigation, Water & Sanitation projects, Education, Food for TB patients, Capacity
Building through the Food for Work program.

Iraq, Jordan┃Refugee Crisis Response After the Iraq war, over 2 million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1.7 million Iraqi refugees have fl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out the Middle East. World Vision Relief Team conducted an advocacy campaign
and supported the immediate needs for 700,000 refugees who are exposed to various
dangers in Jordan. Number of Beneficiaries 10,000 people Activities Distributed
Emergency Kits including Health Care kits, Operated Child Friendly Space.

3

Burundi┃Integrated School Feeding Due to a food shortage mainly caused by
decades of civil war, countless children have lost their chances to be educated.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World Vision worked with the World Food Programme to support those
children's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growth through school feeding program.
Number of Beneficiaries 67 schools (70,757 people ) Activities Provided hot meals to
primary school children, Trained community and teachers, Reconstructed school feeding
facilities.

4

1 Children who received
Emergency Kits
2 Pond renovation through
the Food for Work Program
3 Refugee children in Child
Friendly Space in Jordan
4 Community people
participating in health
training

Southern Africa┃Livelihoods Emergency Response(Category III response) In
August 2007, World Vision declared Cat III to Lesotho, Zimbabwe and Swaziland in
Southern Africa, those facing the worst drought. In conjunction with the World Food
Programme, World Vision Relief team implemented School Feeding, and Emergency Relief
Food Projects to support the affected people. Number of Beneficiaries 350,159 people
Activities Distribution of Emergency Relief Food and Non-Food Items to CAT III countries
(Lesotho, Zimbabwe and Swaziland ) in Southern Africa.
Somalia┃Health car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prevention

Women
and children have been suffering for years due to vicious traditions and civil conflicts which
have increased the destruction of social, medic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Specially,
World Vision is conducting a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prevention project in the
high-death-rate area, Puntland. Number of Beneficiaries 1000 Children, 1,150 Women (in
total 2,150 people) Activities Protective inoculation and health care service, Education on
FGM.

About 98 percent of the women in reproductive age in Somalia, Africa have
undergone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is a traditional ceremony which is to cut female's
clitori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their sexual pleasure. The age of undergoing FGM is between 8 to 10 years old. When
women deliver a child, they suffer from retention of urine and even face death because of the aftereffect caused by undergoing
FGM which is practiced by traditional practitioners with a razor under no anesthesia. Dahiro, 19 years old, who I met just barely
escaped from death while delivering a baby. When she delivered her first baby at the age of 17, she had to suffer from pangs of
childbirth. However, the baby died at last because the baby couldn't break through the part patched up after FGM. She had
some difficulties with retention of urine and her leg was paralysed due to painful bearing. To make her more miserable, her
heartless husband left her with another woman. When she thought of dying rather than going home, she had a chance to meet
World Vision Health/Nutrition Team. She received an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will have a surgical operation for
restoration soon. Dahiro seemed so happy yet shy when I hugged her. For the first time, her face was brightly smiling, then she
really looked like a girl at the loverly age of 19. There are over 3 million women in a year in the world like Dahiro, who are forced
to undergo FGM by the name of traditional ceremony. Of course, as foreigners, we can't judge whether the tradition which has
been handed down over hundred years is good or bad. However, from health and nutritional point of view, FGM must be
considered at least a brutal thing to do that ruins countless women’s lives.
Biya Han Emergency Relief Tea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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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Ministr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ed-potato projects Seed potato projects funded by World Vision Korea in five locations (Pyongyang, Daehongdan,
Hamheung, Jungju, and Baechu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duced 14.78 million tubers, well surpassing
the annual target of 11 million tubers. Particularly, construction of the Daehongdan seed potato site located along Mt.
Baekdu, an ideal place for growing virus-free seed potatoes due to its high altitude, cool weather, and easy access to
cooperative farms, was completed in July 2007. A large delegation of 150 Koreans, including agricultural scientists and
donors, visited the Daehongdan seed potato site to celebrate its completion in July 2007.
Vegetable and fruit tree project World Vision Korea has been running two vegetable greenhouses to increase
vegetable intake and ensure nutritional balance among 12,000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ill since 1998. Also, World
Vision Korea has been cooperating with agricultural institutes in Pyongyang and Sookchun in DPRK to develop appropriate
breeds of fruits and vegetables.
Demonstration farm and potato seed exchange

World Vision Korea runs a comprehensive demonstration farm for
rice, potatoes, vegetables, and fruits in Pyongyang. This provides a venue for agricultural scientists from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do research, share, and transfer agricultural technology. The first official potato seed exchange
between DPRK and ROK was conducted in Kaesung.

Flood relief Terrible floods in August 2007 resulted in unprecedented damage in DPRK. World Vision Korea was quick to
respond to the immediate needs of victims by shipping 2,000 emergency relief kits as well as 46 sets of cultivators, 200
water pumps, and 40 used trucks to help with the reconstruction. Also, World Vision Korea shipped 2,000 kg of Chinese
cabbage seedlings, which were donated by a donor company, Hyundai Seedling Company in Beijing. The donated
seedlings, enough to cover 4,000 to 10,000 hectares of land, provided the key ingredients for making Kimchi (spicy
fermented cabbage, Korea’s national dish), which was stored and eaten during the harsh winter.

7th Agricultural symposium

In December 2007, the 7h annual agricultural symposium involving some 70 scholars
from ROK and DPRK was co-hosted by World Vision Korea and the Korea Agricultural Academy of Sciences (KASS, DPRK) at
the People’s Palace of Culture in Pyongyang. The symposium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for all participants to review
the agricultural outcomes of 2007 and to plan for the future by laying a foundation for mutual agricultural cooperation to be
launched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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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1

2

World Vision Korea established its Advocacy Team in June 2007 to be an active
advocate for powerless people, and to change unjust policies affecting the poor,
through education, campaigning, and lobbying.
3

“Keep Marching Off the Map” School of Global Citizenship More than 90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chool of Global Citizenship’s 1st and 2nd
sessions, called “Keep Marching Off the Map.” The purpose of these sessions, which took
place from July 26-29 and August 13-16, was to raise awareness about global issues,
namely poverty and injustice. They took the first step in their journey to help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by learning, reflecting, and sharing their thoughts.

Anti-poverty Campaign World Vision Korea participated in a “White Band” concert, an
anti-poverty campaign, on World Poverty Day, October 17, as a member of the Korean
NGOs Coalition against Global Poverty. The coalition enlisted the support of members of
parliament and announced a statement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
against global poverty.

1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st session of ‘School of
Global Citizenship’
2 World Vision Korea’s
Good-will Ambassadors
Chung Ae-ri and Park Sangwon who participated in the
“White Band” campaign
3 Highschoolers holding up
signs for AIDS Day
campaign

Global Vigil Event on World AIDS Day World Vision Korea co-hosted the World AIDS
Day vigil on November 30 with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is vigil was part of World Vision Partnership’s global vigil, in which 12 World Vision
offices throughout the world participated. The vigil raised awareness about the plight of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affected by HIV and AIDS. A list of 354 children orphaned
by AIDS and AIDS-related illnesses in Africa and Asia was read aloud at the event, which
was attended by more than 100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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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ople from the Shingal Full Gospel Church participating in Child Sponsorship through Global Hope Campaign
2 Annual Pastors & Church Leader’s Conference for 2007 entitled “Mission and Spirituality”
3 Prayer meetings at a partner church
4 World Vision Korea signing 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Baekseok University

World Vision Day of Prayer and Annual Pastors & Church Leader’s
Conference World Vision Korea conducted the annual Day of Prayer to affirm World
Vision’s Christian identity and mission, from August 31 to September 1, 2007. Rev. Valdir
Steuernagel, world-renowned theologian and Vice-President of Christian Commitment,
World Vision International, was invited to facilitate the Day of Prayer under the theme,
“Serving children following Jesus”. From Sept 3 to 4, 2007, more than 400 pastors,
Christian leaders, and their wives participated in the annual pastors & church leader’s
conference under the title “Mission and Spirituality,” led by Rev. Valdir Steuernagel.

Global Hope Campaign The Kookmin Ilbo, an influential Christian daily and World
Vision’s close partner, ran a series of 10 feature articles on World Vision and the ministry
under the “Global Hope” campaign from November 27, 2007 to January 29, 2008. The
articles prompted readers to understand global poverty and respond by making pledges to
become new sponsors to more than 500 children.

2

3

Prayer meetings at partner churches

World Vision conducted prayer meetings at
partner churches to introduce the World Vision ministry and to solicit prayers and support
from churches throughout the country.

Partnership with a Christian university

World Vision Korea signed 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Baekseok University, a Christian university,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and to enhance mutual collaboration. The university will provide students
for accredited volunteer services at the domestic programmes projects run or supported by
World Vision.
World Vision Korea 2007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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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ision Children’s Choir

1

World Vision Children’s Choir hosted World Vision 2007 International
Children’s Choir Festival from July 17 to 20, 2007 at the Seoul Arts Center, in Seoul.
Over six hundred children representing seven choirs from overseas as well as World Vision
Children’s Choir sang in perfect harmony which transcended nation and race under the
theme “Imagine a World Where Children are Safe.”
2

39th Performance Tour to the U.S. The Choir made over 20 performances, touring the
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between July 31 and August 29, 2007 at the invitation of
World Vision United States. The Choir teamed up with popular U.S. Christian songwriter
and recording artist, Twila Paris, and became a “A voice for voiceless children” around the
world suffering from hunger and diseases.

“Count Your Blessings” new album and concert

The Choir released a new album
entitled “Count Your Blessings” and performed a celebration concert at Gloria Center,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on November 24, 2007. The new album has 17
adapted hymns and songs including “When Upon Life’s Billows” and “My Jesus, I Love
Thee.”

3

1 Closing performance
participated by 7 choirs
from 6 countries, World
Vision 2007 International
Children’s Choir Festival
2 World Vision Children’s
Choir performing with Twila
Paris, US Christian
songwriter and recording
artist
3 ”Count Your Blessings”
new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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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수입

Income

단위 천원

후원금수입 Private Donations

전기 이월금 Carry- forward

54,193,434
12,654,898
4,206,039
1,526,211
322,084
3,662,738
5,177,387

66.3%
15.5%
5.1%
1.9%
0.4%
4.5%
6.3%

합계 Total

81,742,791

100%

보조금수입 Government Grant
사업수입 Program Income
임대사업 Rental Income
기타잡수입 Misc.Income
기증물품 Gifts -in- Kind

후원금

기타 기증 전기
물품 이월금

임대

사업

보조금

후원종류별 모금현황

Fundraising Sources

결연후원 Sponsorship

34,807,933
8,043,439
비정기사업후원 Event -Marketing
5,059,908
동전모으기 Love Loaf
4,165,976
ARS Telephone Automatic Response System 618,409
기관후원. 지정후원 Designated Funding/Misc. 524,606
기업후원 등 Corporations
973,163
기증물품 Gifts -in- Kind
3,662,738
정기사업후원 Project Partners

결원후원

정기

비정기

동전

기업

기관

ARS

기증

합계 Total

57,856,172

100%

31,216,018
26,819,346
북한사업 DPRK(North Korea) Ministry
2,292,862
국내긴급구호사업 Domestic Relief Operation 248,184
해외긴급구호사업 Overseas Relief Operation 1,820,836
옹호사업 Advocacy
109,880
선교사업 Christian Commitment
251,430
기획홍보사업 Communications
1,148,560
후원개발비 Fund-raising costs
3,421,765
인건비 Salaries
3,375,310
운영비 Administration
825,068
임대사업비 Building Maintenance
1,128,608
기증물품 Gifts -in- Kind
3,662,738
차년도사업비
5,422,186

38.2%
32.8%
2.8%
0.3%
2.3%
0.1%
0.3%
1.4%
4.2%
4.1%
1.0%
1.4%
4.5%
6.6%

지출

Expenditure

국내사업 Domestic Ministry

해외사업 International Ministry

인건비

운영

임대

기증
물품

차년

60.2%
13.9%
8.7%
7.2%
1.1%
0.9%
1.7%
6.3%

Reserve designated for 2008 ministry
국내

해외

북한

국내
긴급

해외
긴급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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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기획 후원
홍보 개발

합계 Total

81,742,791

100%

국내사업분포

Domestic Ministry

복지관. 시설 지원사업

21,346,897

68.4%

Community Development Centers, Institutional Care

가정결연. 가정개발 사업

3,604,380

11.5%

Family Sponsorship, Family Development Centers

사랑의 도시락 지원사업

1,569,862

5.0%

440,098
3,079,371

1.4%
9.9%

1,175,411

3.8%

31,216,018

100%

Love-Lunch Box project

공부방 지원사업 After School Program
목욕서비스. 지역지원사업 등
Bathing Service Community support Program

음악원사업 Children's Choir
복지관 시설

가정개발
가정결연

사랑의
도시락

공부방

목욕
지역

음악원

합계 Total

해외사업분포Ⅰ

International MinistryⅠ

지역개발 사업 Community Development
구호 재건 사업 Relief &Rehabilitation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사업

19,670,732
7,608,616
1,258,292

68.7%
26.6%
4.4%

102,542

0.3%

28,640,182

100%

World vision International

선교사업 Christian Commitments&Others
지역개발

구호 재건

인터내셔널

선교

합계 Total

해외사업분포Ⅱ

International MinistryⅡ

아시아 Asia

12,486,736
1,603,896
남미 South America
1,134,486
동아프리카 East Africa
6,447,804
서아프리카 West Africa
523,841
남아프리카 Southern Africa
5,185,127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Worldvision International 1,258,292
중동.동유럽 Middle East, Eastern Europe

아시아

중동
동유럽

남미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 인터내셔널
리카

합계 Total

43.6%
5.6%
4.0%
22.5%
1.8%
18.1%
4.4%

28,640,182

100%

차년도 사업분포

Reserve designated for 2008 ministry
개발사업 Development

3,471,853

10,056

64.0%
27.5%
8.3%
0.2%

5,422,186

100%

복지관사업 Community Development Centers 1,490,981
지부사업 Internal Regional Offices
449,296
음악원사업 Children's Choir
개발

복지관

지부

음악원

합계 Total

34 + 35

본부·지부 및 직할기관
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T. 02-2078-7000 F. 02-2078-7082
서울동남지부 송파복지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1동 5-8
T. 02-401-1919 F. 02-407-2873
경기지부 성남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T. 031-748-7151 F. 031-745-0652
경기북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414-7 3층
T. 031-913-8151 F. 031-905-8159
인천지부 선학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47

T. 032-813-6453 F. 032-813-6455
강원지부 춘천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373-90
T. 033-254-7244 F. 033-251-1164
강원도장애인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
T. 033-255-2491 F. 033-255-2494
동해복지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98
T. 033-533-8247 F. 033-533-8248
동해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388번지
T. 033-535-2797 F. 033-535-7673
충북지부 용암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
T. 043-293-9191 F. 043-293-2300

대전 충남지부 한밭복지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18
둔산주공아파트 1단지
T. 042-484-4323 F. 042-484-4325
대구 경북지부 범물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83
범물용지아파트 2단지
T. 053-781-2000 F. 053-781-2002
부산지부 연제구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2015-9
T. 051-863-8360 F. 051-861-2203
경남지부
경남 마산시 합성동 632-1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635-2
T. 052-234-5820 F. 052-234-5820

전북지부 정읍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71-20 MJ빌딩 4층
T. 063-246-0213 F. 063-246-0215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18-1
T. 063-533-1916 F. 063-538-3895
광주 전남지부 무진복지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5-9
T. 062-372-2600 F. 062-372-0528
제주지부
제주시 삼도1동 534-17
에덴B / D 4층
T. 064-725-6050 F. 064-725-6003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1-11
T. 02-2662-1803 F. 02-2661-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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