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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호

성큼 다가온 여름의 길목에서 후원자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한낮의 햇살을 보며 지난해 찾았던 과테말라의 시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강렬한 남미의 기후와 어려운 형편에도 유쾌한 웃음이 일품이던 

그곳에서 월드비전은 커피 농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했

던 주민들은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전문적인 커피 농업 기술을 익히면서 소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빠듯했던 형편 탓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며 키운다는 

것은 남의 일 같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런두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농민 한 분이 직접 재배한 커피콩으로 

커피 한잔을 내려주셨는데요. 청량한 공기 속으로 진하게 풍겨나가던 구수한   

커피 향은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를 싹~ 잊게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도 여러분이 전한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

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함께하는 변화의 여정을 여름호에 실린 2016년 재무보

고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변화의 기운이 여러분 

삶에도 온전히 전달되어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월드비전 회장      양  호  승 

	 메인	테마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04	프롤로그

06	기획특집

	 우간다의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14	 월드비전	대담

 나의 후원은 아동에게 
 어떤 의미일까?

18	 참여아동	이야기
	 우리 마을 1호 
 남자 미용사!

20	전문가	칼럼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22	 에필로그

24		 월드비전	만남

 한마음으로 만든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30	 재무보고

 2016년 월드비전 재무보고

34		 월드비전	사람

 올라 HOLA~! 
      ‘파파’ 아르만도의 기분 좋은 인사

36	 어른이	된	후원아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40	 후원자	에세이	

 형, 내가 갈게!

44	 함께	가는	길

 나눠주러 갔는데,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48		 0원	기부	프로젝트

49	 후원	신청

50	 낱말퀴즈	&	독자의견

52	 지역본부소식

54	 본부소식

55	 해외	사업장	방문	및	

	 국내	가족봉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Contents

계간	<WORLD	VISION>	2017년	여름호

발행처 월드비전 

주소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발행	및	편집인		 어호선 

발행일  2017년 5월 31일(통권 228호)

등록번호  라6378 선명 

편집기획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02-2078-7000

디자인    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02-743-8065

인쇄   성전기획  

031-955-8800

재능나눔  편형철  

koom5_41@naver.com

 ⁎   월드비전 소식지는 한 권당 295원의 비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새콤상큼 아이의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은 아이가 아이답게 웃고 

뛰놀며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블로그		 blog.worldvision.or.kr

유튜브	 worldvisionkorea	

페이스북		 worldvisionkorea

트위터		 @wvkorea

카카오스토리		 월드비전 

인스타그램		 worldvisionkorea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여름에 보내는 편지



동아시아			캄보디아 2   라오스 5   몽골 6   미얀마 2   베트남 8   

국가별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장	수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해요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한국월드비전은	전	세계	33개국	132개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6년	9월	30일	현재)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배우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후원자의	마음.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월드비전의	신념.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고한	변화의	과정을	걷겠다는	마을의	의지.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한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최선을	다해	변화하고	있는,	

월드비전의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중남미

중동·동유럽

10

23

31

23

20

7

18
남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7   인도 6   인도네시아 2   네팔 1   필리핀 1   스리랑카 3

동아프리카			부룬디 2   에티오피아 9   케냐 7   르완다 4   탄자니아 2   우간다 7

서아프리카			가나 6   말리 3   니제르 2   세네갈 3   시에라리온 4

남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4   말라위 5   스와질란드 3   잠비아 7   모잠비크 4

중동·동유럽			알바니아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팔레스타인 2

중남미			볼리비아 5   엘살바도르 3   과테말라 2

자립마을

우간
다

프롤로그



2006 ~ 2021년

사업기간

카킨도 사업장은 목재사업과 

농업이 발달했으며, 최근 늘어난 가뭄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카킨도

후원아동

명4,000

나만요니 사업장은 채석장이 많으며, 

70% 이상의 가정이 농사를 짓는다. 

생계활동을 위해 숲이 잘리며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후원아동

명4,000
년

사업기간

2007 ~ 2022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	
전개사업

소득증대 교육

아동보호

식수·위생

보건영양

세49.7 세59.2 %33 %26 $1,454 $1,670

우간다 인간 개발 지수

20162005우간다의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글.	하경리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윤지영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가난이 잠시뿐인 거라면, 소나기처럼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가난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의 결핍, 

취약한 국가 시스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난다. 그래서 빈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을 해결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또 아동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가 건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꿈을 향해 67년을 달려왔다. 

우간다 카킨도와 나만요니에 

월드비전이 첫발을 내디딘 지 

10년이 넘었다. 

긴 호흡으로, 마을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우간다

Kakindo

Namanyoni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

성인 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GDP 기준

•출처: 2005, 2016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민소득 GNI 기준

평균 수명

나만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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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업	진행	후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의	변화

소득증대사업	진행	후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의	변화

여자아이들의	조혼을	막기	위해	

아빠들이	나섰다!	

카킨도	‘히어로	아빠	모임’

아동이 보호받고

참여한다

아동이 보살핌을 받는다

농업 생산 증대, 친환경 농업, 축산 지원, 협동조합, 저축그룹, 소액금융, 직업훈련, 창업 지원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가난의 고리를 끊고 가정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능력

을 키워야 한다. 월드비전은 가뭄이 계속되는 카킨도와 나만요니에서 농업 생산

량을 개선하는 농업기술 훈련을 진행해 식량 생산량과 질을 높였다. 또한 가정에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재봉, 축산, 우유·치즈 가공 등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10년여 간의 노력으로 가정의 생계는 안정을 찾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저축그룹

을 결성해 미래를 준비하고, 소액금융 대출로 이웃의 창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소득증대

interview

Q.  카킨도의	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어로	아빠	모임Father Heroes’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딸을 ‘가족의 수입원’으로 여기는 여성 경시 풍조 때문에 조혼이 널리  

 퍼져 있어요. ‘히어로 아빠’들은 한 달에 한 번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혼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요.

Q.  조혼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했나요?

A.  월드비전은 현지 NGO와 협력해서 정부에 조혼 신고 116 전화 라인을  

 설치했어요. 조혼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지역정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죠. 얼마 전에는 이 전화 라인을 이용해 15살 소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히어로 아빠 모임 리더, 폴 마파비(31세)

갈등을 겪는 토착 바뇨로족과 이민 부족 간의 화합은 피스클럽 아이들로부터 출발한다. 

히어로 아빠 모임의 아빠들은 각 마을로 돌아가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실천한다.

월드비전 사업의 중심에는 ‘아동’이 있다. 아동과 여성을 경시하는 풍습이 강했

던 카킨도와 나만요니 마을에서 월드비전은 무엇보다 아동이 존중받으며 여러 

악습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아동보호위원회, 부모  

모임에 참여해 아동학대, 성폭력, 조혼, 아동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아동들

은 피스클럽Peace Club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간다.

아동보호 아동참여, 아동권리, 조혼 방지, 평화 증진

Q.  월드비전과	주민들이	마을은행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A.  월드비전은 나만요니 사업장의 5개 마을에서 주민들과 30개 저축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그룹이 모여서 마을은행 ‘아이사’를 만든 거예요.  

 재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주민들에게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Q.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자율이 낮고, 간단한 절차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일자리 주선 등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도  

 해요. 무엇보다 은행 이윤의 일부를 아픈 아동의 병원비, 에이즈 고아의  

 학비 등에 지원하는 착한 은행입니다. 아이사 은행 대표, 조세프 포홀(42세)

interview

월드비전과	나만요니	주민들이	

만든	마을은행,	아이사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 

2016
9.9

2008
29

%
%

카킨도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가구 비율

40
2016
67

2012

%
%카킨도

금융 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2016
72

2007
21

%
%

나만요니

대체 소득원이 있는 가구 비율

2016
44

2007
0.6

%
%

나만요니

최근 5년, 무분별한 농경지 확장으로 카킨도 지역 삼림 반 이상이 사라지며 비 

오는 기간도 줄었다. 가뭄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잡초, 나무를 베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면

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생태순환 농법을 새롭게 도입하고 주민들 교육에 힘썼다.   

그 결과 커피 생산량은 배가 늘었고, 콩도 알이 굵어 전보다 비싼 값을 받게 됐다.

환경도 지키고 소득도 늘리는 친환경 농법!

소득증대	이야기

피스클럽을 운영 중인 학교 수

나만요니 카킨도

146

‘조혼, 아동노동 등 마을의 악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 비율 

2016
83

2015
47 %

%나만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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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영양사업	진행	후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에	나타난	변화 식수·위생사업	진행	후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에	나타난	변화

식수·위생시설 지원 및 관리, 수질검사, 식수관리위원회 운영, 식수·위생교육식수·위생

깊은	마을까지	찾아가는

카킨도	보건소	의료봉사

우간다	보건부에서	인정한	

나만요니	사업장의	‘깨끗한	마을’

아동이 건강을 누린다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Q.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주민은	어떻게	하죠?

A.  직접 찾아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7번, 예방접종, HIV·AIDS  

 상담과 테스트, 산모 산전관리, 영양실조 치료 등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와  

 치료를 거의 다 해요. 카킨도 보건소 간호사, 제니퍼(28세)

Q.  두	아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출산했다고	들었어요.

A.  첫째 아들은 전통 산파 집에서, 둘째는 월드비전에서 모자보건 상담을 

 받고 보건소에서 낳았어요. 건강한 둘째에 비해 첫째는 잔병이 많고   

 몸이 약해요. 안전하고 청결한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마을 보건요원  

 이마큐레트 씨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파울린(24세)

interview Q.  우간다	보건부에서	실시한	‘깨끗한	마을’	조사에서	나만요니	사업장	

	 나마탈라	마을이	1등	한	것을	축하드려요.

A.  감사해요! 마을의 93개 가구 중 83개 가구가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을  

 갖췄거든요. 화장실 문, 손 씻을 공간과 비누 및 변기 뚜껑 여부, 화장실  

 청결도 등을 평가했죠. 남은 10가구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올해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나마탈라 마을 위생관리위원회 주민, 나쿤구슬라(47세)

interview

우간다에서는 하루에 5세 미만 아동 386명이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사망한다. 

월드비전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갔다. 출산 전부터 아이와 산모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교육을 받

은 보건 자원봉사자는 아동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기초보건 방법을 교육해 주민 스스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량을 키웠다. 

보건영양 모자보건,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치료, 보건교육, 인식개선활동, 에이즈 예방

%

* 우간다 평균 65% (2015)

연중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가구 비율

2015
75

2006
34 %

%카킨도

설사 증세를 보이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2016
7

2015
16%

%카킨도

영양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을 회복한 아동 수 

명314
2016

카킨도

* 우간다 평균 68% (2015)

어젯밤 모기장 속에 5세 미만 아동을 

재운 가정 비율

2015
84

2015
90%
카킨도 나만요니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은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운 환경과 주민들의 위생 습

관 부족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 월드비전은 깨끗

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수시설을 설치하고, 식수위원회를 꾸려 주민 스스

로 관리·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또한 개인 위생 습관이 자리 잡도록 학교

에 위생클럽을 만들어 교육하고, 가정마다 깨끗한 화장실을 짓도록 지원한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웃보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엄마들의 요리강좌가 열

리는 날! 요리강좌는 월드비전 영양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베로니

카(54세) 강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노하우를 전수 중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내 아이의 건강을 지켜요! 

보건영양	이야기 카킨도 사업장 이카라비렌기 마을은 콜레라, 장티푸스로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 

기 일쑤였다. 3시간을 걸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제는 식수펌프를 

설치하고 식수위원회가 꾸려져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 부품을 사기도 

하고, 식수펌프 유지·보수교육을 기술자와 함께 진행한다. 깨끗한 물을 30분 내 

에 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직접 관리해요!

식수·위생	이야기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생후 12개월 내 

아동 비율 

카킨도

2016
89

2012
57 %

%

화장실이 있는 가구 비율

2016
82

2007
68 %

%나만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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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즐겁고 탄탄한 교

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월드비전은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 아동들이 나이

에 맞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Safe School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교 건축, 학습환경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문해교육, 학교운영위원회교육

아동이 교육을 받고 

미래를 준비한다

Q.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학교	분위기는	어땠나요?

A.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귄위적인 어른들에게 늘 무시당했어요.   

 작은 일에도 선생님은 심한 처벌을 주었죠. 심지어 생리하는 여자아이들은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해 결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카킨도 사업장 키카야 초등학교 7학년, 와키사 호프(15세)

Q.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선생님은 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요. 또 남자아이들과 함께 면 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여자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킨도 사업장 키카야 초등학교 선생님, 아트곤자 밀리(29세)

interview

교육사업	진행	후		 	 	
카킨도와	나만요니	사업장에	나타난	변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학교가	즐거워졌어요!

한눈에	보는

우간다	카킨도,	나만요니	사업장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2006	카킨도
2007	나만요니

2013

2021	카킨도
2022	나만요니2016

2007

2008

2015

2010

2011

사업 시작

나만요니

젖소 분배, 축산조합 지원

마을 자립나만요니

저축그룹 설립, 

청소년 직업훈련교육 실시

카킨도 식수펌프 설치 시작

나만요니 초등학교 설립

나만요니

에이즈 환자 보호 

주민모임 결성

카킨도

고아보호소 건립 

카킨도

마을 의료 봉사활동 시작  카킨도

아동권리 증진 

인식개선활동

나마굼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 지은 급식소. 
덕분에 결석률이 낮아졌다. 

이제는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교실 밖에서 수업을 듣던 아이들
Before After

자립마을

우간
다

24
2015
60

2012

%
%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기능적 문해율

* 우간다 평균 40% (2015)

카킨도

2015
4

2012
22

%
%

2015
11

2012
50

%
%

학교 중퇴율

* 우간다 평균 12% (2015)

카킨도

나만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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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이도학	-	두 딸에게 나눔을 알려주고 싶어서 두 명의 아프리

카 아동을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을 하며 늘 궁금했는데, 

해외 후원아동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김미정	-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작됐어요. 당시에는 현물로 

직접적인 지원을 했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현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있어도 다닐 학교가 없고, 식량을 살 곳이 없으면 무용

지물이었죠. 점차 개인 지원에서 가족 지원, 그리고 지역개

발로 사업의 형태가 전환됐어요.

김영애	-	저는 아프리카 가나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작은 후원금으로 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이경은	-	한 마을에는 1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의 

후원아동이 살고 있어요. 한명 한명의 후원자님이 보내는 

후원금이 모여 큰마음이 되죠. 이것으로 교육환경을 바꾸

고, 식수시설을 구축하고, 보건영양교육을 진행하는 등 점

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실현돼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

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후원자

김영애	-	후원아동에게 일대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제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김미정	-	르완다에 출장 갔을 때예요. 마침 크리스마스카드

를 쓰는 시즌이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제게 자신의 후원자

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아이들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후원자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사실 후원아동

이나 아닌 아동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후원자님을 통해 후

원아동에게 전달되는 정서적인 힘은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할 수 있어. 응원할게’와 같은 긍정

적인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의	후원은	아동에게	
어떤	의미일까?

월드비전과 후원자의 만남 두 번째 이야기: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에 대하여

글.	김유진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편형철

월드비전은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한 자립마을을 지향하며 

약 15년 동안 식수, 교육, 보건, 영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월드비전 후원자와 함께 ‘자립마을’ 이야기를 나눴다.
이경은	

월드비전 
지역개발팀 과장

김미정	
월드비전 

지역개발팀 과장

⁎이경은	 월드비전 지역개발팀 과장,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 담당자

⁎김미정	월드비전 지역개발팀 과장,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 담당자

⁎김영애	아프리카 가나 아동 후원자

⁎이도학  아프리카 말리, 케냐 아동 후원자

대담 참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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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는 1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의 후원아동이 

살고 있어요. 한명 한명의 후원자님이 

보내는 후원금이 모여 큰마음이 되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할 수 있어. 응원할게’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잘 가요, 
월드비전

김영애	-	월드비전이 떠난 후 실제로 마을이 잘 운영된 사례

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김미정	-	지역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아프리카 말라위

의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주민들이 월드비전에서 배운 양

어장, 양봉 등의 기술로 직접 꿀을 만들고 농업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하고 있었어요. 농장 옆에 흐르는 개울물까지 모

아 저수지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느

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후원자님을 통해 가슴 뭉클한 변

화가 생기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변화의 주체, 
지역주민과 아이들

이도학	-	국가마다 시급한 사업이 다를 텐데, 어떤 과정을 거

쳐서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죠? (웃음)

김미정	-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1년 정도 사전조사 기

간을 거쳐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지역의 고

유한 전통과 가치,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의 모습 등을 함께 

나누며 지역개발사업의 단계를 합의해나가요.

이도학	-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잘 참여하나요? 지역 리더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되네요.

이경은	-	사실 주민들에게 ‘모이자, 모이자’ 아무리 외쳐도 쉽

게 모이지 않아요. (웃음) 이때 67년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월드비전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든 사람의 목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여성, 남성, 아동 등 세밀하게 그룹

을 구분해 토론을 진행해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주민들과 

함께하죠. 예를 들어 식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요. 월드비전이 떠나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일구어갈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도학 - 월드비전의 오랜 역사와 노하우가 바로 저를 비롯

한 많은 후원자가 여러 기관 중에서도 월드비전을 신뢰하고 

선택한 이유 같아요.

김미정 과장, 이경은 과장, 김영애 후원자, 이도학 후원자가 함께한 대담

(왼쪽부터).

김영애
아프리카 가나 아동 후원자.

이도학
아프리카 말리, 케냐 아동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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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상냥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다시 손님의 머리를 손질한다. 18살 후원아동 알란은 올

해 1월부터 음발레 시내의 ‘슈퍼스타’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 부모님의 이혼 후 빠듯

해진 가정형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알란. 하지만 더 큰 슬픔이 겹쳐 왔다.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매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

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알란을 짓눌렀다. 막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월드비전 직

원 지오프리가 찾아왔다. “딱한 사정을 들었어.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을 위해 월드비전 기

술·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알란도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때?” 알란은 그 제안

이 너무도 고마웠다. “월드비전은 꼭 엄마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

에 제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는 신발 만들기, 재봉, 오토바이 정비 등 다양한 과목이 있었

지만 그의 흥미를 끈 것은 ‘미용’이라는 분야. 미용 과정을 택한 25명의 아이들 중 유일한 

남자아이였다. “사람들 시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자가 미용 일을 하느냐고 친구들이 놀

려댔지요.” 그만두려고 할 때 그의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은 미용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이

자, 알란이 지금 일하는 미용실의 사장님 리즈 씨였다. “25명 중에 늘 상위 5명 안에 들 정

도로 실력이 좋은 데다 참 성실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3개월간의 훈련이 끝나고 리즈 선

생님은 눈여겨봤던 알란을 스카우트했다. 

알란의 따뜻한 태도와 솜씨가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 ‘나만요니 1호 

남자 미용사 ’가 되었다. 알란만 찾는 단골손님도 10명으로 제법 늘었다. 단골손님 세이다 

씨는 알란의 칭찬을 늘어놓는다. “파마약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할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상냥하게 손질을 해줘요. 벌써 4번째 알란을 찾아왔다니까요.”

“미용사라는 길을 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손을 거쳐 멋지게 변신한 손님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기분 좋은 자신감은 또 다른 꿈을 낳았다. “언젠가 음발레 시내에 제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요. 또 다른 꿈은 바로 저처럼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친구들에게 미

용 기술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알란은 어딘가에서 미용사를 꿈꾸고 있을 남자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여자 남자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걸 해요.” 부단히 노력해온 알란의 삶에서 슈퍼스타의 모습이 언뜻 비친다.

1 자신의 미용실을 여는 그날까지 

 새로운 미용기술을 연마하고 싶다는 알란.

2 단골손님의 머리를 땋고 있다. 

 장장 네 시간이나 걸리는 일이다.

3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어려움을 딛고 

 당당히 미용사가 된 제자와 선생님.

4 나만요니 사업장의 첫 남자 미용사 

 알란의 앞날을 응원한다.

“여자 남자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걸 해요.” 

우리	마을	1호	
남자	미용사!
 알란 이야기 
우간다 나만요니 사업장

글.	하경리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윤지영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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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년이 넘은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본다. 나는 에티오피아월

드비전 하브로와 멜카벨로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던 보건영양사업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면서 상당 기간 월드비전 사

업장에 머물렀다. 시골 지역의 신선함과 열악한 환경이 주는 도전

에 익숙해질 무렵, 삶의 활력소는 숙소 근처 동네 꼬마들과 보내

는 시간이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숙소 앞에 진을 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놀이를 하고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

는 아이들이 고마웠다. 그 아이들은 내가 그곳에서 연구를 수행하

고 존재하는 목적이며 기쁨이었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기억이 주

는 힘은 지금도 참 크다. 그 아이들을 보며 지금 나의 노력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

끔 나를 사랑해주던 아이들과 다시 만나는 날을 그려본다. 기약할 

수 없는 날이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들이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문제

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 및 영양사업이 진

행되지만 이 사업만 단독적으로 실행해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지 영양이 부족한 식사나 질병

이 원인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빈곤, 보건 서비스 부

족, 비위생적인 환경, 열악한 교육 수준, 나아가 사회 불평등, 정치

와 경제적인 상황을 중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이 사

는 마을이 깨끗하고, 아프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먹거리들이 

생산되며, 소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 

영양실조나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결국 모든 

영역이 고르게 갖추어진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그들의 꿈을 이룰 것이다.

실제 월드비전과 많은 NGO들이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아동

이 보호와 존중을 받으며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마을이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극심한 빈곤을 없애

고 아동 및 모성의 사망을 줄이고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한 개인에게 가장 시급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했다면, 2015

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들을 사회 

불평등 및 성 차별 해소, 기후 변화, 환경 지속성을 포괄하는 개발 

목표 속에서 달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은 

SDGs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된다. 월드비전의 경우 식수·위생, 

보건영양, 농업 개발, 교육,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개발사업을 약 

15년 동안 진행한다. 지역사회가 자립하기까지 주민들에게도 후

원자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최근 변화의 증거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다.

SDGs 시대에 지역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넓어지고 

기대 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

위는 한 아동이고 나의 손길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차마 후원하는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이 자립하는 수준까

지는 기대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한다. 우리의 질문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넘어 그 아이가 사는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질문은

	

달라
	져야	한다

우리의 질문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넘어 

그 아이가 사는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expert
column

강윤희	교수
Yunhee Kang, PhD

2001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

2002년-2009년 (사)위드 선임연구원

2015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영양학 박사

2016년-현재 한국월드비전 보건영양 자문위원

2017년	현재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연구교수

강윤희	교수	PROFILE

20 — 21

전문가 칼럼



*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로 발표되었습니다.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고민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방법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은	‘해외	취약한	아동의	

풍성한	삶’을	꿈꿉니다.	

월드비전	사업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아동의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	목표

월드비전	사업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중	기여	분야

해외	취약한	환경의	아동이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린다.

월드비전은 유엔에서 수립하고 국제사회가 실천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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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으로	만든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글.	김수희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편형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향한 ‘팬’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늘 생각만 하던 ‘나눔’을 실천에 옮겼다. 지난 1월 아픔의 땅 르완다에 

다녀온 후 월드비전의 열혈 후원자가 된 조성모 씨와, 그 마음이 전해져 나눔에 동참한 

‘새내기’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만 그 첫 마음을 

간직하기는 쉽지 않은 법. 첫 마음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며 조성모 씨와 새내기 

후원자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조성모 × 후원자

WORLD VISION 2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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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완다에서 느낀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조성모 씨.

2   후원자들과 함께 르완다에 다녀온 영상을 보고 있는 조성모 씨.

3   조성모 씨가 책상 앞에 붙여두고 늘 생각하는 르완다의 아이들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1 2

3

“후원자님들의	정성이	모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이	완성됩니다.	

후원자	여러분과	월드비전이	함께	노력해가요!”

“아이들에게	삼촌이	되어주자.	허락되는	대로,	인연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엉클조’가	

되어주자.	그렇게	아이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이노센트, 페르디나, 우지에르… 르완다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사진 속 아이들을 소개했다. 조성모 씨처럼 이제 막 후원자가 된 새내기 후원자들은 

자신의 아동 사진을 보여주며 그 ‘첫 마음’을 나눴다.

국제사업본부 지역개발팀에서 르완다를 담당하고 있는 남경희 대리의 

소개로 본격적인 자립마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조성모 씨는 르완다에 다녀온 후, 팬들과 함께 ‘미라클 데이’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빈곤으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않도록 학교를 지어주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성모 씨의 팬이라 방송을 열심히 봤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늘 마음속으로

만 생각했던 후원을 실천했어요. 제가 후원하는 에티오피아 아동에게 엄마는 

아니지만 따뜻한 언니이자 이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김지연	후원자

“저는 4살, 8살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아내가 셋은 안 된다고 해서 

아동 후원을 시작했어요. (웃음) 이제 후원을 한 지 3개월 차라 며칠 전 

첫 편지를 받고 후원을 하길 참 잘했다 싶었어요.” 성익현	후원자

“나눔은 인생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마을을 골고루 변화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신다면 

더욱 뿌듯하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 같아요. 후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도 저처럼 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성모

‘자립’이란 결국 교육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시달리던 아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이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모

자립, 후원금으로 이뤄내는 값진 변화르완다 아이들의 ‘엉클조’와 

새내기 후원자들이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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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공화국 

한국 후원자가 보낸 사랑은 
1만 명의 후원아동과 
마을 전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2007년	우부뭬
후원아동 수

2008년	비린기로
후원아동 수

2012년	우무초·음웨지
후원아동 수

2026년까지 한국월드비전의 
르완다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은 계속됩니다. 

식수·위생

교육

소득증대

식량 및 농업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

평화구축사업

보건평화구축사업

자립마을

르완
다

조성모에게 
궁금해요!
-

생생	Live	Q&A	

월드비전 소셜미디어

르완다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조성모	×	후원자

르완다에	다녀오고	난	후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180도 변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진 

상처들이 다 아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며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새살이 돋아난 듯해요. 

불평하고 싶어질 때는 르완다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10년간	조성모	씨의	팬이었습니다.	

르완다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젬베라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들려줄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악기와 

노래로 좋은 음악을 선물하고 싶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우리 가족에게 

엉클조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조성모 씨 후원아동 이노센트

조성모 씨와 후원자들이 오늘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후원아동들이 살고 있는 자립마을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조성모 씨도 이 시간만큼은 

한 명의 후원자가 되어 열심히 자립마을에 색을 더했다. 후원자들 역시 우물, 학교, 

보건소, 나무 한 그루까지 내 아동이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마을 곳곳, 하나하나 정성껏 색을 칠하며 완성해갔다.

식수·위생, 보건, 소득증대, 식량, 교육, 평화구축사업 등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변화의 씨앗은 점차 단단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천 개의 언덕의 땅’ 르완다는 언덕의 굽이만큼 굴곡진 현대사를 겪었다. 1994년 투치족 집단학살로 르완다에는 

총성과 아우성이 울렸다. 아픈 역사가 남긴 상처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완성한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그림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 

마을이 완성된 것처럼 작은 마음들이 모여 바로 지금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신축 화장실 

1인당 GNI

1,617 $

하루 1.9달러 미만 생활

60.4%

성인 문맹률

29.5%

개

3,500명

3,500명

3,000명

안전한 식수 사용 주민 

명21,453

186

•출처: 2016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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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월드비전
재무보고

제53(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월드비전의 재무 운영을 상세하게 보고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감사 시스템

외부	감사

삼일회계법인(국내 4대 회계법인), 연 1회 감사 실시

정부	감사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 지도 점검 및 감사 실시

한국월드비전	내부	감사

이사회 감사, 법인 감사, 연 1회 본부·사업장 감사 실시

국제월드비전	감사

연 1회 사업·재무·인사 투명성 점검 및 감사 실시

항목 내용 금액 (단위 : 원)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정부기관 등 후원금

선물후원

물품지원(GIK)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수입

기타 수입

2016년 사업준비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금, 사랑의빵, 인터넷 모금, 

희망의 선물 및 복지관 지정 후원 등

긴급구호, 재해 발생 시 구호 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비 지원

지부 및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

재단 및 이자수입 등

사업 준비를 위한 이월금

16,411,975,262 

  

117,828,848,722 

50,239,497,263 

6,043,169,523 

4,727,043,751 

1,442,875,505 

9,472,663,825 

13,707,349,806 

6,839,732,416 

3,839,845,234 

17,101,780,351 

수입	합계 247,654,781,658

수입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2016년
사업준비금

6.6%

6.9%

5.5%

1.6%

0.6%

47.6%

20.3%

정부 보조금

3.8%
물품지원
(GIK)

2.8%
프로그램
사업 수입

2.4%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1.9%
정부기관 등
후원금

기타 수입

선물후원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총 수입

2.47655

월드비전은 전문적인 사업과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일하는 글로벌 NGO입니다. 

총 수입
￦ 247,654,781,658

수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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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금액 (단위 : 원)

국내사업비 51,294,968,042

후원아동지원사업

사랑의도시락나눔사업

꽃때말공부방 운영

위기아동지원사업

꿈꾸는아이들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아동옹호사업 

기업지원 나눔사업

선물후원

전국 12개 복지관 사업 등

물품지원(GIK)

학교협력사업

문화사업

기타 사업(청소년교육사업, 희망의 선물 등)

  14,075,521,560 

  2,437,997,013 

  164,714,342 

  2,054,772,000 

  2,114,703,273 

  1,413,556,338 

  581,634,234 

  1,412,103,317 

  729,218,413 

  22,180,181,537 

  833,466,747 

  176,736,615 

  1,370,505,282 

  1,749,857,371 

해외사업비 		139,692,897,955	

교육사업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식수위생사업

보건영양사업

소득증대사업

옹호관련사업

후원아동관리

아동보호사업

환경, 장애아동사업 등

선물후원

물품지원(GIK)

기타 사업

  32,700,137,674 

  13,482,053,947 

  3,823,563,849 

  1,688,210,428 

  16,190,940,925 

  14,293,705,313 

  3,810,748,401 

  35,793,665,559 

  2,181,547,404 

  3,167,606,720 

  1,103,553,159 

  8,639,197,078 

  2,817,967,498 

옹호사업비 		1,716,090,487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정책포럼, 콘텐츠 개발

개발사업

  1,198,770,094 

  248,463,552 

  268,856,841 

북한사업비 		729,277,824	

채소품종개량사업, 채종기술자 연수 및 과수사업

북한구호사업

기타 사업

  330,078,975 

  239,022,341 

  160,176,508 

기타 지원사업비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홍보, IT, 감사 		4,109,461,865	

시설비 및 임대사업비 사업장 개소 및 보수, 임대수익 운영 		1,828,307,977	

후원개발사업비 후원모집, 후원서비스 등 		23,293,801,439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5,383,447,453	

2017년 사업준비금 		19,606,528,616	

지출	합계 247,654,781,658	

지출 지출 비율

해외사업비

후원개발사업비
9.4%

88.4%

11.6%

56.4%

20.7%

사업비

후원개발사업비,
사무비

7.9%
2017년 
사업준비금

2.2%
사무비

1.7%
기타
지원사업비

0.7%
옹호사업비

0.7%
시설비 및
임대사업비

0.3%
북한사업비

국내사업비

총 수입

2.47655

총 지출 
￦ 247,654,781,658

2016년 월드비전 총 지출금액의 

88.4%가 어린이, 가정,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총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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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HOLA~! 

‘파파’	아르만도의	
	기분	좋은	인사

글·사진.	윤지영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과테말라월드비전 산후안에르미따 사업장

매니저 아르만도

올라! 과테말라월드비전 산후안에르미따 사업장 매니저 

아르만도가 멀리서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인사 전합니다. 

사실 저는 매니저보다는 ‘파파’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요. 

마을 주민과 아이들, 동료들 모두 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월드비전에 입사하기 전에는 과테말라 농림부에서 일했 

어요. 농업공학과의 살충제 및 살균제 안전관리 분야 박사 

과정을 졸업한 터라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늘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농림부를 그만두고 마이 

크로 금융펀드 회사도 다녔지만 허전한 마음은 여전했지 

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드비전에서 

후원아동 관리 자문위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당장 지원 

했죠. 그렇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전 직장에서와 달리 하루하루가 

꽉 찬 행복 그 자체예요.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 

이죠.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제가 누리는 큰 혜택이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에는 아직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아요. 최근 가뭄이 계속되어 물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이 부족하니 농사를 제대 

로 지을 수 없고, 이것이 식량 부족 문제로까지 이어져 영양 

실조 발생률도 높아졌어요. 특히 아동 영양실조는 치료 시 

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예보된 기상 상황을 참 

고해서 취약가정에 필요한 식량 지원 일정을 앞당겼어요. 

키, 몸무게, MUAC*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장 아동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빨강(영양실조), 노랑(저체중), 초 

록(예방 차원)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런 다음 위험 징후가 

있는 아동 가정에 식량팩을 먼저 배분했죠. 그 결과 2015년 

산후안에르미따 사업장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자라서 

올곧은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마을을 꾸리고, 정의로운 

‘전문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마다 귀한 보물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면, 분명 과테말라에 희망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요.

전 남은 평생을 이 일에 바칠 거예요. 과테말라 후원자님,  혹 

시라도 지구 반대편 내 아이가 사는 마을이 걱정되시나요? 

파파 아르만도와 직원들이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며 세심하게 돌보고 있으니 마음 푹 놓으세요.

늘 고마운 후원자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MUAC란?

MUAC(Mid Upper Arm Circumference)은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왼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 사이 중간 지점의 둘레를 재는 ‘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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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누구든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느닷없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져서 괴로울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누군가. 또 “고맙습니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고 싶은 날이 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지혜가 월드비전을 처음 만난 건 10년 전, 초등학생 때였다. 

“엄마가 월드비전을 알게 되면서 복지관에 나오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는 후원자님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사진을 찍고, 중학생이 된 후에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그리고 주말까지 복지관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꿈을 꾸었다. 

“고3 때 성적이 떨어져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복지관에 오면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또 월드비전 선생님들의 격려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혜에게 복지관은 참 편하고 마음이 치유되는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멘토링 봉사를 신청해 복지관에 나오고 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림스쿨 활동에 참여하면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직장생활로 바쁘실 텐데 우리가 꿈을 

찾아가길 바라며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혜가 드림스쿨을 통해 얻은 것은 꿈과 진로를 찾은 것 이상이었다. 

1 2 
1   2014년 성탄카드. 

2   드림스쿨 공학/기술 드림클럽.

즐거운	나의	집,	

월드비전

으로	
쓰는	편지

글.	김수희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편형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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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과학을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지혜의 꿈은 중학교 때까지 과학교사였다. 

과학중점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발견한 꿈은 ‘전자공학도’. 

확고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지혜는 올해 인하대 공대 새내기가 되었다.

“드림스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건 한양대 미래자동차연구소에서 

무인자동차를 본 거였어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전자회로가 활용되는 분야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혜는 다음 학기부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 지혜가 이렇게 꿈을 향해 마음 놓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참고서 값이 정말 비싸요. 학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 후원자님들 

도움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계속 공부

를 할 수 있었을지, 꿈을 꿀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혜는 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초등학생 꼬마에서 

어엿한 새내기 대학생이 된 지혜의 소식을 보고 반가워하실 많은 후원자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지혜의 편지를 전한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지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올해 인하대 공대 신입생이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대학생활이 

재미있고 신기해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업에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늘 꿈꿔왔던 전공이기에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나 하고 싶던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에 오기까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후원자님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 보내주신 

학용품과 과자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는 후원자님 덕분에 

문제집 살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한결같이 지켜봐주신 후원자님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늘 후원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운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게 후원자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꼭 지켜봐주세요!

짧은 편지로 다 전해지지 않겠지만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7년 봄날에

장지혜 드림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꿈을	향해

“회로를	다루는	전자공학도가	되고	싶어요.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을	듣는데	

벌써부터	기대돼요.”
부치지 못한 

마지막 편지

전자회로를 살펴보는 장지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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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상우 후원자

일러스트.	나요

사진. 백인주, 백상우 후원자, 모잠비크월드비전

형, 내가 갈게!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백상우입니다.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힘들 것 같은 여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 모잠비크에서 살고 있는 

저의 유일한 형, 루카를 만나러 간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후원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TV에서 제 또래 아이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후원에 관심을 

꽤 많이 가졌고, 루카 형을 꼭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 형을 만나겠다는 

의지도, 후원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2017년 1월, 마침내 저는 아빠와 함께 

루카 형이 살고 있는 모잠비크로 향했습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편견과 많이 달랐습니다. 

빽빽한 밀림과 초원의 야생동물을 상상했으나 루카 형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옥수수밭이었습니다. 날씨가 꽤 더웠는데도 모잠비크 

사람들은 땡볕 아래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며, 월드비전 

직원분들은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더군요. 

그렇게 루카 형에 대한 생각을 잊은 채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제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루카 형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간절하던 바람이 다시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잠비크에 갈 수 있는 짬을 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빠와 함께 모잠비크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2016년 여름방학에 

다녀오기로 결정하고 국립의료원에서 황열병 예방접종도 받았습니다. 

정말 형을 만나러 간다니 믿기지 않는 사실에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을 만나는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회사 일정이 

생겨서 방문이 취소된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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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음에 조금 어색하던 분위기는 세계 공용어 중 하나인 축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형과 신나게 땀 흘리며 축구를 하고 나자 그렇게 편하고 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고민한 끝에 

아빠가 준비한 농기구를 전달하자 주민과 아이들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한판 춤을 추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저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이것이 제게 굉장히 특별한 모잠비크 여행 이야기랍니다. 비록 모잠비크에 

머무른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꺼내볼 것입니다. 

모잠비크에 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무언가 수직적인 관계처럼 

느껴져 괜히 불편하고 미안했는데, 형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어울려 

축구도 하고 나니 그런 마음이 해소되고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나눔을 하면서 형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형, 친구 

또는 동생을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나눔을 통해서 말이죠!

조금 어색하던 분위기를 날려준 축구 시합.

루카 형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저는 신나게 

축구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은 먼 나라에서 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나의 형 루카, 아버지와 함께 

찰칵!

모잠비크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현지 학교를 방문했던 시간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하면서 반겨주는 모습이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또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았지만 발도 빠르고 당차서 제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루카 형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루카 형의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분들은 먼 나라에서 온 아빠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루카 형과의 첫 만남은 사실 조금 어색했습니다. 

루카 형은 농사가 재미있어서 나중에 꼭 큰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덥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짓는 일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형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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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란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사진.	편형철

나눠주러	갔는데,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김동식·신현란 후원자

	마음속	깊숙이	품어왔던	꿈

“해외에 5개 정도 학교를 세우는 꿈을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크면 기부나 

사회공헌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렴풋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동식(56세) 씨의 말에, 아내 신현란(53세) 씨가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내 신 씨는 “남편이 처음 

1억 원을 기부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느냐’며 

반대했는데, ‘당신이 말리면 안 할게’라는 고단수 설득에 결국 

넘어갔다”며 웃었다. 결혼 28년 차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딸 김연진(22세) 씨와 함께 잠비아월드비전 룽가 지역개발 

사업장 카니코치 학교를 방문했다. 

카니코치 학교는 2012년 김 씨 부부가 1억 원을 기부해 지은 

학교다. 단층 건물로 지어진 교실과 화장실, 선생님 숙소까지,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 현장에서 공부하는 190명의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1년 만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3년 걸렸어요. 

우기도 많고, 중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도망을 

갔어요. ‘가난한 나라에선 학교 하나 제대로 짓는 것도 

어렵구나!’ 싶었죠.” 

월드비전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학교를 하나 더 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원자로서 직접 현장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쉽지 않은 

아프리카행을 결정했다. 부부는 2주 동안 꼬박 200명분의 

선물을 포장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나중에는 일손이 모자라 장인·장모님까지 와서 온 식구가 

선물 포장에 매달릴 정도였다.

김동식·신현란 후원자.

WORL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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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신현란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변화된	마을

기간 
2012. 4. 21 ~ 2014. 10. 30

사업 성과
- 아동친화적 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 학교 건축으로 원거리 통학생이 줄어 출석률 증가 

-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학습의 질 향상 

- 생활에 필요한 문해력, 셈하기, 기초생활 기술을 배워 아동 삶의 질 향상

잠비아 룽가 사업장 
카니코치 초등학교 
학교 건축사업

사업 내용
-  초등학교 1동(교실 3칸) 신축

-  책걸상 120명분 60세트   

 및 교사용 탁자·의자 지원

-  화장실 1동 설치

-  교사 숙소 2칸 신축

카니코치 초등학교 
등록학생 변화

사업	전

2014년

2015년

잠비아에서	배운	삶의	가치

이틀 걸려 도착한 아프리카. 거기서도 꼬불꼬불한 도로를 

4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잠비아 룽가 지역. 이들이 탄 차량이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엄청난 장구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다. 

“전교생이 모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주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서, 헹가래를 쳐줬어요.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김동식 씨는 ‘오길 잘했구나’ 싶었다고 한다. 김 씨는 

“선생님 화장실과 학생들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190명 학생들이 

쓰기에 푸세식 화장실 건물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며 

열악한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 씨가 잠비아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삶의 가치’였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잠비아에선 

가난해도 해맑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행복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나눠주러 갔는데,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기부라는	건	결국	같이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

이들 가족은 해외아동 3명을 후원 중이기도 하다. 

마침 방문기간을 이용, 잠비아 충고 지역개발 사업장에 있는 

후원아동 ‘하칼리마’의 가정을 방문했다. 염소가 현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아동 가정과 

마을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에 염소를 선물하기도 했다. 부부는 

“귀한 손님을 위해 내놓은 ‘시마(옥수수가루를 끓여 만든 죽)’ 위엔 

지푸라기가 둥둥 떠 있었다”며 그날이 기억나는 듯 빙긋 웃었다. 

특히 김 씨의 딸은 말도 통하지 않는 하칼리마의 손을 잡고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저도 월급쟁이인지라 형편이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딸한테 늘 얘기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못 다한 건 네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요. 딸이 그러겠대요. 

딸 주변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가 봐요.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쑥스럽다며 인터뷰를 꺼렸던 이들 부부는 “책임감 때문에 

인터뷰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기부는 전혀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다 보니 참 좋은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저 같은 사례를 보면, 기부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해외에 가보면 그들은 기부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할수록 나라가 강해집니다. 

기부라는 건 결국 같이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닮은 꼴 부부는 ‘기부’라는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공유하며,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후원	참여	방법 담당 팀에 전화 주시면 사업 내용, 후원 방법, 결과 보고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T.	02-2078-7212(담당자:	이신혜)

카니코치 학교 완공식에 참여한 김동식·신현란 후원자 가족.

명40

여학생 90명 
남학생 93명

명183
명

여학생 106명 
남학생 110명

216

Zambia

Lunga

440%
증가

새로 지어진 교실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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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동	정기후원	신청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1688-2713	(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전화(02-2078-7000)와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과 다를 경우) 예금주/카드주																																							(인)

후원금액			 						월	3만	원	(															)명	

자동이체 은행명 이체일									 		10일		/		 		25일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주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후원방법

목적 항목 보유기간

후원	신청에	따른	후원	관리	및	행정처리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서명	정보

※  단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정보  

(후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이름, 서명)

후원	중단	시까지

후원금	결제,	납부확인	관리	등	행정처리 공통: 후원방법, 후원금액, 이체일자, 서명 정보

계좌이체: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계좌번호

카드이체: 카드사, 카드주, 카드번호, 유효기간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후원 신청 및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여부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 휴대전화 후원	중단	시	또는	제공	동의	철회	시까지 	동의함	/	 	동의	안	함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이메일	발송 E-mail 	동의함	/	 	동의	안	함

[선택]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주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보호자	성명(관계)																														(인)				보호자	연락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홈페이지나 월드비전 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0원	기부	프로젝트!
후원자님의	작은	실천으로	절약된	비용은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교실	4칸

국내 결식 아동 500명에게 한 달 동안 

사랑의도시락 제공

3분이면	끝~! 

지금, ‘0원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www. worldvision.or.kr  ‘0원 기부 프로젝트’ 클릭!

  정보변경 바로가기: wv.or.kr/change  소식지 신청 – ‘스마트폰’ 선택 

전화: 02-2078-7000

‘0원 기부’ 참여 방법 하나!			 ‘0원 기부’ 참여 방법 둘!  	

1년 동안 
3만 5000명 참여 시 

1년 동안 발생하는 주소 불명, 
휴대전화 불일치 처리 비용 

약 1억	원 비용 절약 약 5000만	원 절약

소식지,	

스마트폰으로	받기

개인정보	

수정하기

4칸 500명

‘0원 기부’ 참여, 소소한 즐거움이 따라갑니다!

8월 15일까지 ‘0원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추첨하여 아프리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은 수공예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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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낱말퀴즈
함께 낱말퀴즈를 풀며 월드비전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1 6

	2

4

3 5

정답을 찾으셨나요? 오른쪽의 독자의견까지 작성하셔서 월드비전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독자의견 마지막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독자의견
여름호 소식지를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세로문제

1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캄팔라

2	  나만요니 사업장 내 5개 마을,     

30여 개 저축그룹에서 만든 마을은행

4   질병 예방을 위해 ○○○ 을 이용한 후에는 

 깨끗한 손씻기가 필수

6   아동들이 나이에 맞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가로문제

1   소득증대사업으로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 를 가공하여 치즈를 생산

2   월드비전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상, 

 ○○ 을 위한 자립마을

3   카킨도와 나만요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월드비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 

 지역개발 ○○○

5  살모넬라 타이피균 간염에 의해 발열과 복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

●  여름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여름호에서 불편하다고 느끼신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월드비전 소식지에서 특별히 만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기타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독자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퀴즈 정답과 의견을 모두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월드비전과 텐바이텐의 나눔상품 

‘크림 글라스’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께는 개별 연락 드리오니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독자마당	참여	방법	(문자ᆞ메일)

정답 및 의견 작성 휴대전화 

사진 촬영

or

1688-2713	(문자수신	전용)	

2개 사진 (정답과 의견) 

첨부 문자 발송

pr@worldvision.or.kr	

2개 사진 (정답과 의견) 

첨부 메일 발송

이름                                          연락처

기획특집(P 6-13) 기사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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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소식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금	전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
은 강원도 내 장애인 평생학습동아리 
12곳을 선정해 지원금 1200만 원을 전
달했다. 장애인의 자기 계발과 여가 문
화 참여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남부지역본부	송파복지관
부모	역할	프로그램	'맘이든든'	진행

송파복지관(관장 전재현)은 등록가정 
보호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프로
그램 ‘맘이든든’ 6회기를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강원지역본부	춘천복지관
2017	지구촌사랑나눔	캠페인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창일)는 ‘2017 
지구촌사랑나눔 캠페인’을 5월 11일~ 
6월 8일 강릉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으로 모은 후원
금은 강원도와 잠비아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서울동부지역본부
2017	서울동화축제	참여

서울동부지역본부(본부장 홍성호)는 어
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2017 서울동화축제와 식수 나르기, 아
동노동 체험 등에 참가해 지구촌 아동
의 문제에 공감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간
을 가졌다.

경기동부지역본부	성남복지관
2017	기아체험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경기동부지역본부(본부장 박인수)는   
4월 29일 기아체험 청소년봉사단 발대
식을 진행했다. 14개 중·고등학교 100
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역본부	꿈빛마을
월드비전	은평지회	정기총회·조찬기도회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장영진)는  
5월 6일 월드비전 은평지회 정기총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김영헌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고 신임 지회장 윤훈기 
목사(남북교회)를 선출했으며, 2017
년 월드비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협약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정유신)는   
4월 1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조
식지원 및 위기아동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울서부지역본부
콘래드서울	업무협약	및	나눔	특강

서울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봉섭)는 
콘래드서울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애리 
친선대사 나눔 특강을 진행했다. 향후
해외아동 서신 번역, 꿈꾸는아이들 사
업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	범물복지관
2017	기아체험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도귀화)는  
4월 29일 ‘2017 기아체험 청소년봉사
단 발대식’을 실시했다. 발대식에서는 
월드비전과 기아체험 이야기를 나누고  
2017년 계획을 논의했다.

제주지역본부
교육기관	세계시민학교	협약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경휴)에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세계시민학교 
협약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청소
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협약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밭복지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원탁회의	

한밭복지관(관장 전광석)은 3월 30일,  
4월 26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원탁
회의를 실시했다. 지역주민, 자원봉사
자, 직원이 모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
기’ 의제를 토론하며 2017년 지역 이슈
를 도출했다. 

충북지역본부	용암복지관
22회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는 4월 4 
~21일 동양일보·청주방송과 22회 사
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으로 모은 후원금은 지역 내 어
려운 이웃과 에티오피아 충북빌리지 조
성사업에 사용된다.

동해복지관
2017	신규	참여가정	오리엔테이션

동해복지관(관장 이명신)은 3월 18일 
신규 참여가정을 대상으로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했다. 사업 소개, 희망나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복지관과 참여
가정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했다.

부산지역본부	연제복지관
이광기	홍보대사	학부모	나눔	특강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순이)는 3~4
월 신곡, 해원, 용수, 좌산 초등학교에서 
이광기 홍보대사의 ‘우리 아이 아름다운 
꽃으로 키워요’ 학부모 나눔 특강을 가
졌다. 교육·글로벌 친구맺기를 통해 세
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남부지역본부
조식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신재권)는  
4월 14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수원 지역 10개 학교 교장, 실무자가 참
석해 조식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진
행했다. 10개 학교에는 각 740만 원이 
지원된다.

울산지역본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동휘)는 4월 
1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
만)에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4560
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사랑의빵 
나눔엽서대회에 참여한 190개 학교 
228명에게 전달된다.

경기서부지역본부
월드비전	안산지회	창립예배

경기서부지역본부(본부장 장민권)는  
3월 19일 월드비전 안산지회 창립 및   
1대 회장(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 김유
민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지역 교회 
관계 강화와 월드비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월드비전	합창단
부활절	음악예배

월드비전 합창단(원장 박종구)은 4월 
20일 산성교회에서 단원과 부모님이 
함께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렸다. 예배
에서 모인 헌금은 서울동부지역본부 
조식지원사업에 사용된다.

경남지역본부
네팔	모랑	사업장	목회자	방문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현)는 월드비
전 진주, 창원지회와 4월 3~8일 네팔 
모랑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업장에서는 
월드비전 사업 모니터링, 교육사업 지
원, 썬다 중학교 준공식 등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역본부	선학복지관
거점형	이동복지관	사업	실시	

인천지역본부(본부장 나윤철)는 사회
복지기관이 없는 연수구 옥련동에서 
거점형 이동복지관 사업을 시작했다. 
이동복지상담소, 인문학대학, 주민복지
학교가 운영되며, 주민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진복지관
2017	함평나비대축제	참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병원)는  
4월 28일~5월 7일, 함평나비대축제에
서 홍보 부스 및 사랑의 동전밭을 운영
하여 시민들에게 월드비전 사업을 알
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전북지역본부	정읍복지관
	2017	가족캠프	

정읍복지관(관장 박진하)은 등록가정
과 1박 2일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다양
한 가족활동 프로그램, 편백나무 숲 등
산 등 가족 간 추억을 만들고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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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월드비전과	함께	
특별한	여행	떠나실래요?
해외 사업장 방문 및 국내 가족봉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www.worldvision.or.kr

해외 사업장 방문 프로그램

•방문사업장	: 우간다 카킨도, 카삼브야 사업장

•방문기간	: 2017년 8월 6 – 14일(7박 9일)

•대							상	: 해당 사업장 아동 후원자 및 가족 

•참가비용	: 약 300만 원 (항공료, 숙식비, 비자 발급비 등)

•활동내용	: 후원아동 및 가족과의 만남, 지역개발 사업장 견학,  

  문화교류, 후원아동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 등 

•신청방법	: 월드비전 홈페이지 새소식 

•신청기간	: 2017년 5월 ~ 6월 18일

•문							의	: 월드비전 (02-2078-7000)

국내 가족봉사 프로그램

•방문지역	: 태백 꽃때말공부방, 정선이동사회복지관 

•방문기간	: 2017년 8월 3 - 4일(1박 2일)

•대							상	: 월드비전 후원자와 가족 

               (초등학생 이상, 가족별 최소 2명 ~ 최대 4명 참여 가능)

•참가비용	: 1인당 6만 원 (연탄비, 숙식비, 선물비 등)

•활동내용	: 연탄배달 및 꽃때말공부방 환경미화

                    ※ 참가자 대상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신청방법	: 월드비전 홈페이지 새소식 

•신청기간	: 2017년 6월 ~ 7월 14일

•문							의	: 월드비전 (02-2078-7000)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	진행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

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염된 물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 아동

들의 실태와 글로벌 식수위생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이번 캠페인을 기념해 대학로 마로

니에공원에 500ml 생수병을 쌓아 만든 4m 높이의 대형 워터풀   

트리를 설치했다. 

아동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탐구생활	2017’	실시

월드비전은 국내 아동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탐구생활 2017’을 

12월까지 진행한다. 국내 아동권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성탐구생활’은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콘

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성의료원 사회건강정신연구소 및 

(주)미래엔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론칭	행사	실시

4월 18일, 서울 휘경초등학교에서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머꼬’는 아동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

써 아동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이다. ‘아침머꼬’ 사업은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조식 

지원, 교실환경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리아	및	세계	아이들의	<두려움과	꿈>	보고서	발표

월드비전은 3월 15일 시리아 내전 6주년을 맞아 시리아 아동을 

비롯한 한국, 캐나다, 호주 등 7개국 아이들의 두려움과 꿈에 대 

한 인식을 담은 <두려움과 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는 내전을 경험한 시리아 아동들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에

서 살고 있는 아동들의 두려움 및 꿈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하여, 

심층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본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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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동심아’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월드비전 캠페인입니다.

월드비전 지역본부 및 직할 기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t.033-255-2491 f.033-255-2494

강원지역본부	춘천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근화길 95
t.033-254-7244 f.033-251-1164

경기동부지역본부	성남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89
t.031-748-7151 f.031-745-0652

경기서부지역본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706
t.032-684-7594 f.032-684-7598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26번길 15-2
t.031-913-8151 f.031-905-8159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6 
벽산그랜드코아 1층
t.031-245-3004 f.031-257-6112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 2길 45 
t.055-255-9393 f.055-255-9371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진복지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594
t.062-372-2600 f.062-372-0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범물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79
t.053-781-2000 f.053-781-2002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밭복지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t.042-484-4323 f.042-484-4325

동해복지관
강원도 동해시 전천로 273-10
t.033-533-8247 f.033-533-8248

부산지역본부	연제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
t.051-862-9090 f.051-861-2203

서울남부지역본부	송파복지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34
t.02-401-1949/1919 
f.02-407-2873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9길 72 세종빌딩 3층
t.02-988-1794 f.02-988-1795

서울북부지역본부	꿈빛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길 10
t.02-385-5000 f.02-357-1334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402호
t.02-761-3230 f.02-761-323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26 
유로캐슬상가 304호
t.052-234-5820 f.052-234-5822

월드비전	합창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마길 85
t.02-2662-1803 f.02-2661-2568

인천지역본부	선학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
t.032-813-6453 f.032-813-6455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13 MJ빌딩 4층
t.063-246-0213 f.063-246-0215

정읍복지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t.063-533-1916 f.063-538-389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34 
에덴빌딩 4층 
t.064-725-6050 f.064-725-6003

충북지역본부	용암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1
t.043-293-9191 f.043-293-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