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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월드비전 회장 

박종삼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지 60년이 되었던 2010년은 월드비전의 

역사 속에 오래 기억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이 어려움 속에서 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사업

을 진행하면서 월드비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입니다. 후원자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이들에게 오롯이 가게 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자님들께 소중한 후원금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늘 기억하고 후원해주시

는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지구 끝까지 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이철신

2010년 한 해 동안 월드비전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월드비전은 2010년에도 변함없이 세계 곳곳의 소외 당하고 가난한 아이

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월드비전의 직원들은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

니다. 지난 한 해,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실행되었는지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과 기

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지만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오늘도 희

망을 가집니다. 

월드비전은 2011년에도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아이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 온 월드비전이 60주년을 맞아 국제월드비전의 

총재 케빈 젠키스와 이사진 및 국내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010년 11월, 만 삼천 여 명의 청소년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1박 2일간 아프리카 아동노동 체험, 기아 관련 영상 관

람, 조별모임 등을 통해 ‘배고픈 한 어린이’가 되는 뜻 깊은 체험을 했다.

2010년 6월, 월드비전은 국내 사회복지단체 및 NGO 가운데 최초로 호암상 사회봉사부

문의 수상을 하였다. 이는 월드비전이 지난 60년간 후원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전문

적이고 투명성 있게 달려 온 결과다. 

2010년 7월, 축수선수 기성용 후원자가 후원을 추가하여 해외 아동

2010년 1월, 국제월드비전은 아이티 지진에 대응해 24시간 이내 긴급구호요원을 투입

하는 카테고리3을 선포했다. 한국월드비전의 수 만 명의 후원자들도 아이티를 위한 모

금에 동참하였다. 

2010년 5월, 배우 유지태씨가 오디오 내레이션 재능나눔으로 동참한 월드비전 세계시민

교육관이 서울랜드 내에 개관했다. 세계시민교육관에는 월평균 6,000명의 학생과 시민

이 찾아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고 있다.

2010년 8월, 월드비전 축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의 아이들이 천안에 모여 3박 4일간 

축구전지훈련을 하고 후원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과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단비’ 프로젝트팀이 함께 잠비아월드비전 뭄브와

사업장에 식수펌프를 만들어 주었다. 

2010년 5월 1일부터 9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2010’과 함께 

<사랑의 동전밭>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총 6억 여 원의 동전이 모금되었다.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홍보대사로 박정아, 이광기씨가 위촉되었다. 

25명과 국내 아동 5명을 후원하게 되었다.

축구선수 기성용,해외/국내 아동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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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금액(천원)

국내아동결연후원금 국내아동결연후원금 13,530,645

해외아동결연후원금 해외아동결연후원금 76,259,692

국내/북한/해외/옹호사업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지원을 위해  25,172,827

내는 후원금, 사랑의 빵 저금통, 인터넷 모금, 희망의 선물

해외구호사업후원금 구호사업 정기후원금, 재해발생 시 구호후원금 5,384,561

정부/기관 공동사업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1,457,313

선물후원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2,161,467

기증물품(GIK)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선물 2,137,930

정부보조금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비 지원 11,862,805

기타수입 임대 수입, 복지관 프로그램 수입, 이자 수입 등 9,429,189

2010년 사업준비금 2010년 사업준비를 위해  2009년 결산 후 이입 6,234,396

총수입 153,630,825

항목 내용 금액(천원)

국내사업비 결연아동지원 국내결연아동지원 8,557,078

복지관, 가정개발사업 등 시설 지원 복지관, 가정개발사업 등 시설 지원 21,703,021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사랑의 도시락, 공부방, 위기가정지원사업, 8,003,365

아동역량강화, 문화, 긴급구호 등

물품지원 기증받은 물품지원 862,877

북한사업비 농업개발, 긴급구호사업 씨감자생산, 채소생산, 품종개량, 과수원 운영, 936,284

북한 농업전문가연수, 긴급구호

해외개발사업비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교육, 식수 및 보건의료, 소득증대, 아동결연 관련 지원, 62,854,432

긴급지원사업, 기타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거리아동보호사업, 에이즈예방사업, 아동노동예방사업, 11,451,735

영유아보건사업, 청소년역량강화사업 등

물품지원 기증받은 물품지원 1,635,642

해외구호사업비 긴급구호/복구사업 식수공급, 생필품지원, 아동쉼터, 식량지원, 난민촌지원 등 7,306,912

옹호사업비 세계시민교육/아동역량강화 세계시민학교, 아동정책제안 469,274

기타사업비 사업기획, 자료조사 3,905,037

후원개발비 후원모집/후원서비스 5,911,705

교회와의 협력사업비 한국교회의 사회적 나눔을 위한 186,443

교회지도자컨퍼런스 및 교회모금캠페인 등

운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비 등 7,727,486

시설비 사업장 개소비, 임대사업비, 운영 유지비 2,762,616

차년도 사업준비금 2011년도 사업준비금 9,356,918

총지출 153,6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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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의 국내사업은 모든 아동에게 존엄성과 정의,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월드비전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가정개발센터 12개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11개소,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1개소,  시설지원사업 69개소, 

꽃때말 공부방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프로젝트

빈곤가정 아동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화된 사례관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혜가정과 아동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는 주체자로 참여하게 하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든든한 부모되기 프로젝트

아동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특별히 보호자는 스스로 지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월드비전은 보호자의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여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과 가정에 좀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위기가정지원

가정에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또는 긴급하게 주거를 옮겨야 하는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보호하고, 가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했다. 2010년, 월드비전은 위기가정지원 대상을 지역사회로 더욱 확대하였고, 특별히 연평도 북한포격 사건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였다.

동아리 활동

아동들이 스포츠, 음악, 문학 등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고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특

히 축구동아리는 전국적으로 19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8월에는 연합전지훈련을 통해 아동들이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권리사업  / 제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7회 대한민국아동총회(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

관)에 월드비전 등록아동이 지역대회에서 선발되어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에 무진복지관 지해나 양이 부회장

으로 강원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유광석 군이 선출되었으며,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사업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보호체계마련을 위한 아동보호캠페인 실시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자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아이들 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주세요!” 

캠페인과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아동보호를 위한 UCC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114편의 UCC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청소년 부문 대상으로 최리아 양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9편이 선정되었다. 

희망날개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꿈을 키워가도록 하였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요리교실 

아동들에게 도시락 제공과 더불어 영양•요리교육 외에 특별 활동을 진행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도모하였다.

월드비전 60주년 아동복지포럼

축
구

동
아

리
 전

지
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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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종류

총 사업장수

사업구분 사업내용 이용인원(명) 사업비(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프로젝트, 정서지원프로젝트, 아동권리옹호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

도록 든든한 부모되기, 가족기능강화, 부모멘토링, 위기가정지원, 주민역량강화, 살기좋

은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1,438,861 20,056,163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종 재활 서비스 제공 

214,231 4,649,978

주간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센터, 보호작업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가정개발센터
Family Development Center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 동아리활동, 아동청소년진로탐색,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96,122 8,579,194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저소득가정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외에 아동자립을 위한 요리교실,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프로그램 진행

522,122 2,820,412

가정결연사업 강원, 태백, 화순 폐광지역의 진폐환자가정, 장애인가정, 만성질환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교회와의 협력사업 진행

1,093 70,326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강원 지역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권리를 존중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아동권리침해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

6,508 231,594

꽃때말공부방 김혜자 친선대사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인세 후원금으로 꽃때말 공부방을 

설립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공부방 프로그램 제공

18,063 484,107

원주꽃때말공부방 건립지원 

시설지원사업 총 69개(영아 5개, 육아 45개, 모자 10개, 장애아동시설 9개) 시설 아동의 생활안정

과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26,492 607,558

국내긴급구호 재해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생활 기본물자 제공 및 

재기 의욕을 북돋워주는 사업 진행

6,725 96,983

서울, 경기, 인천 홍수

기업협력사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월드비전과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진행하며 창조적인 

복지서비스 활동 전개 

44 1,029,304

나눔지원사업

위기가정사업 실직, 질병, 사고, 재해, 의료 문제 등의 위기 발생 시, 가정이 최단 시간 안에 

위기상황을 극복 및 대처하고 가족기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579 201,922

희망날개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으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196 298,800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성남, 인천, 대전, 청주, 대구 
정읍, 광주, 춘천, 동해, 부산

11

가정개발센터(FDC) 태백, 전주, 군산, 제주, 고양, 울산 
제천, 천안, 마산•창원, 목포, 원주
동두천

12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고양, 인천, 성남, 정선, 동해, 제천 
대전, 광주, 정읍, 부산, 서울 

11

가정결연사업장 화순, 정선 2

장애인복지관 춘천 1

이동복지관 정선 1

꽃때말공부방 태백, 마산, 원주, 제천 4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춘천 1

지원시설 전국 69

월드비전 2010 국내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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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농업 기술 교류와 연구, 지원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2010년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양강도 대홍단군과 황해북도 중화군의 어린이들과 여름 

수해를 입은 신의주 주민들을 위해 긴급식량 밀가루 1,100톤을 

지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정부가 농업물자 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월드비전 채널을 통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유지보수 물자를 지원했으며 총 3차례 방북을 통해 

평양 채소 및 씨감자 사업장과 숙천 과수 사업장 방문 및 신의주 

수해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제2기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인 채종기술연수를 마쳤습니다. 매년 12월, 남북 

농업과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당해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와 평가 시간을 가져왔으나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북한과의 모든 연락이 중단되어 2010년 심포지엄은 취소되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작물인 감자의 효율적인 재배 지원을 위해 감자농사의 핵심인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과학원이 협력하여 북한 전역에 5개의 씨감자생산사업장을 운영(연간 1,100만 알 이상 생산)

하고 있다. 평양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생산기술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기본적인 유지보수 물자들은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2010년 1월과 9월, 5개 사업장에 온실비닐과 차광막, 내부 부속품 교체 등 유지보수자재를 지원했다.  

— 사업비: 354,900,022원 — 사업장: 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함경남도 함흥

북한형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장으로 정해진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꽃피는 마을’ 협동농장 지역주민복지센터(금산원)의 외부 공

사를 완료했으며 벼 육묘장 지원과 금산리 어린이들을 위해 내복 6,000벌을 후원자로부터 기증받아 전달했다. 또한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영양죽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물자 반출이 전면 금지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다. 

— 사업비: 184,157,820원 — 사업장: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우리나라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북한 주민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채소생산성을 높이는 채소생산을 지원한다. 

평양 만경대에 세워진 1,000평 온실과 두루섬 1,500평 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생산하여 인근 지역 유치원, 학교, 병원, 협동농장 

일꾼 가족들에게 분배하였다. 

— 사업비: 117,410,841원 — 사업장: 평양 만경대, 두루섬

  

식량난에 시달리는 평양 외 지방(양강도 대홍단, 황해북도 중화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긴급 밀가루 800톤을 지원했다. 또한 8월

말, 폭우로 수해를 입은 신의주 지역에 밀가루 300톤을 지원하였고, 11월 신의주 수해 복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사업비: 464,284,806원 — 사업지역: 양강도 대홍단, 황해북도 중화군, 평안북도 신의주

북한 중앙남새연구소와 평양남새연구소의 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2년간 채종기술훈련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하였으며, 

2008년 제1기 연수단에 이어 2010년 2월에 제2기 연수단 5명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채소와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평안남도 숙천 과수학연구소와 평양 미림중앙남새(채소)연구소와 협력하여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필요 물자를 지원했다.  

— 사업비: 345,299,137원 — 사업장: 중국 단동 농업과학원, 평안남도 숙천, 평양 미림중앙남새연구소 

신
의

주
 식

량
 창

고

씨
감

자
온

실
과

수
토

론
채

종
연

수



12 13

월드비전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포럼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시민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5기 세계시민학교를 실시하여 빈곤,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등 

지구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성숙한 세계시민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지부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5기 세계시민학교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내용 세계각국소개, 세계음식축제,

게임으로 체험하는 불평등•편견 

인권, 환경, 다문화, 빈곤 등에 관한 

프로그램

참여자 83명 164명 (12개 지부)

사업비 14,168,220원 12,279,230원

아동보건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4일 ‘아동보건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보건기구(WHO) 소속 Marcus Stahlhofer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국

제월드비전,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MDGs 4, 5번 달성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

다. 특별히 외교통상부 민동석 차관에게 MDGs 4, 5번 달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더욱 앞

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청원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2010 아동보건국제포럼

협력단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실, 외교통상부

참여자 약 270명

사업비 23,070,886원

월드비전에서는 한 해 평균 약 880만 명에 달하는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고 산

모의 건강을 증진시켜 UN MDGs 4, 5번 달성에 이바지 하고자 아동보건캠페인을 실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 최초의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09년 11월 16일 공식적

인 시작을 했고, 한국월드비전은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온•오

프라인의 영역에서 대중과 만나 캠페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청원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오프라인

내용 홈페이지 개설, 뉴스레터 발송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등 

SNS 활용 

서울시립대, 대전대, 이대부고, 

상암중, 세계시민학교, 세계시민교육, 

후원자 열린모임

참여자 약 1,300명 약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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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마카론디 수도시설 건립 및 위생교육사업 

심각한 식수부족과 비위생적인 식수로 고통 받고 있는 니제르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수도시설 건립 사업

을 진행 중이다. 현재 후보 식수원 굴착이 완료되었고, 식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물탱크 설치 지점과 수도 연결 지점

에 대한 지질조사가 실시 중에 있다. 

— 사업비: USD100,000 — 대상자: 3,200여 명 

우간다 카총가 지역 무야구 교육사업

2010년 6월부터 ㈜한화의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던 아프리카 우간다 동부 카총가 지역 무야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1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무실을 포함한 교실 7칸, 남녀가 구분된 위생 화장실, 

교사숙소 신축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교사 훈련 등 통합적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 사업비: USD166,000 — 대상자: 500명

잠비아 뭄브와 지역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 사업

월드비전은 한국 정부와 함께 국제빈곤퇴치기여금1)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9월부터 2013년 까지(예산: 총 29억 원) 잠비아 

뭄브와 지역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보건 환경에서 아동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말라리아와 설사를 예방하고, 임산부 및 가임 연령의 여성들이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는 사업대상 지역의 5세 미만 아동 17,120명과 가임 연령 여성 17,680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 이외 지역 주민 4만 5천

여 명의 보건환경개선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의식 고취와 현지 보건인력 및 지역정부의 보건 의료 프로그램 

수행능력 강화를 통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 사업비: 2010년 8억 원 (2010년~2013년 총 29억 원)       — 대상자: 뭄브와 지역주민 8만 명 

  국제빈곤퇴치기여금1)

 우리 정부가 2007년 9월부터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천원씩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

월드비전은 결연후원금으로 결연아동이 사는 마을이 변화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지역

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비전은 재난

이나 재해 직후, 불안정한 지역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 지역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화•세계화 등의 환경변

화로 인해 특정한 분야의 사업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에 보다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 각각

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특별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스니아 온실설치 지원사업

라쉬바 지역의 13가정에 온실설치를 지원해주고 채소 재배법을 교육했다. 또한 수혜자들은 농업조합에 가입하여 향후에도 온실 관리 

및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비: USD57,000 — 대상: 13가정

 

알바니아 교육지원사업

리브라즈 지역에서 아동권리활동을 진행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교육을 소개하고 활동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중심교육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 사업비: USD34,556 — 대상자: 1,520명

팔레스타인 제닌공원조성사업

시리스 마을에 공원을 조성했다. 공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고용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고, 완공된 이후에는 마을 아동들

을 대상으로 공원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 사업비: USD50,000 — 대상자: 4,8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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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조기 교육 사업 

토레 푸에르테 ADP 지역에 3~6세 아동의 신체, 정서, 지적 발달을 위해 유치원을 건축하고 유치원 교사 교육을 실시했다. 조기 교육

의 일환으로 아동 부모에게 영양교육을 하였고, 아동들에게는 교육 자료, 물품, 티셔츠를 보급하였다. 

— 사업비: USD21,029 — 대상자: 3~6세 후원아동 및 부모 

엘살바도르 청소년 성교육 사업

누에바 비아, 솔리다리다드, 토레 푸에르테 ADP에 청소년들과 부모님, 종교 지도자,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과 청소년 

임신 방지에 초점을 둔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희망자에게 무료로 에이즈 감염 검사를 제공하였다. 

— 사업비: USD22,600 — 대상자: 청소년 60명, 어른 42명(부모, 종교 지도자, 교사) 

볼리비아 에이즈 예방 사업

한국월드비전 ADP 2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고 인식 강화를 위해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보급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 내 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관련 교육 자료도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하였다. 

— 사업비: USD66,030 — 대상자: 4,738명 

콰테말라 양봉 사업

산 후안 에르미타 ADP 지역 가운데 최빈곤 선상에서 생활하는 40가정을 선정하여 양봉 자재를 공급하고 양봉 기술을 교육해서 소득

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사업비: USD40,000 — 대상자: 40가정(간접 수혜자: 225명) 

인도 뭄바이 청소년 IT 역량강화사업

삼성전자 반도체의 지원을 받아 인도 동부에 위치한 인도 최대 상업도시 뭄바이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IT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뭄바이 내 초중고등학교 5곳과 1곳의 유치원(Day Care Center)에 컴퓨터실 구축/리모델링,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교

사와 교보재가 지원되어 아동들은 양질의 교육을, 청소년들은 고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사

업을 통해 아동들은 지식 습득 및 취업 기회를 갖게 되었고 부모들은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동들

이 학교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어 학교 등록률 및 출석률 상승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아동노동방지 및 영양,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리라 기대된다.

— 사업비: USD111,075 — 대상자: 약 500명의 아동과 청소년

 

티모르-레스떼(동티모르) 바우카우 영유아보건사업

티모르-레스떼(동티모르)의 바우카우지역 영유아와 산전후의 어머니들을 위한 보건사업이 진행되었다. 고정진료소와 이동진료소를 

통하여 약 8천 여 회의 의료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가정방문, 가족계획방법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 개인위생교육, 

예방접종과 체중확인 등을 통한 건강상태확인, 질병치료, 비타민 A 섭취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고 생후 6개월~5세까지의 아동 549명

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우량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우량아들이 선발되었다. 특별히 2010년 9월 22일, 월드비전과 티모르-레스떼 정부간 사업이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서 월드비전이 티모르-레스테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한지 6년 만에 이 보건사업을 티모르-레스떼 정부에 성공적으로 이양했다. 진

료소 관리를 담당하던 월드비전 직원 1명 또한 보건부 산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 사업비: USD184,015 — 대상자: 657세대, 약 3,200여 명의 주민들(5세 이하 아동 500여 명, 5세~11세 아동 900여 명)

인도네시아 재난경감 사업

한국월드비전은 재난 대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술라웨시-말루쿠 지역에서 긴급구호물자 지원, 지역주민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긴급구호포럼을 구성하고 긴급구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 사업비: USD239,882 — 대상자: 직접 2,946명, 간접 62,903명

아이티 초기긴급구호 사업 

2010년 1월 12일에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에게 초기 90일 긴급구호를 통해 식수, 의복, 긴급구호물자(텐

트, 방수포, 담요 등)를 배분하고 피난처를 지원하였으며, 초기식량사업으로 긴급식량을 지원했다.

— 사업비: USD640,000 지원 — 대상자: 약 150만 명

파키스탄 홍수 및 아시아 자연재해

2010년 7월 몬순강우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계절성 재해가 빈번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월, 6개의 계절성 재난이 발생하여 산업은행 나눔재단 지원을 받았던 긴급구호 상시비축자금 1억 원을 인도네시

아 메라피 화산폭발과 필리핀 태풍 메기 긴급구호에 집행했다. 

— 사업비: USD75,616(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USD40,000(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폭발), USD50,000(필리핀 태풍 메기) 

— 대상자: 파키스탄(90만 명), 인도네시아(3,200 가구), 필리핀(30,500 가구)

월드비전은 기근, 재난, 분쟁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의 손길

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전세계 30개국 71개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도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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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랜드 식수사업

오랜 기근으로 심각한 식수난에 처한 스와질랜드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화장실과 식수펌프, 식수 저장소를 연결한 스프링 식수 

시스템을 통하여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 사업비:USD150,000 — 대상자: 3,150명

남부수단 망고나무지원사업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식량 및 식수원 부족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부수단 톤즈 지역 각 가정에 망고묘목을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식량난 해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비: USD100,000 — 대상자: 5,000명

남부수단 톤즈 동부 식수위생사업

톤즈 동부의 취약계층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도록 우물을 설치하고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업비: USD100,000 — 대상자: 5,000명

에티오피아 관개수로 사업 

만성적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관개수로를 설치하여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비: USD160,000 (2010 회계연도 USD93,000, 2011 회계연도 USD67,000 지원) — 대상자: 8,894명 

부룬디 건강증진사업

부룬디의 소수민족이며 아동사망률이 59%이르는 취약계층인 바트와족을 위해 2010년 <KBS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하여 모금된 후

원금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 사업비: USD1,100,000 — 대상자: 250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북부수단 하르툼 마요국내난민캠프 식수위생사업 

수단 하르툼 지역 마요국내난민캠프에 머무는 남부수단, 다르푸르 등에서 이주한 난민들의 식수제공을 위해 우물굴착 및 핸드펌프 설

치, 파손우물 보수, 공용 및 개인용 화장실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사업비:USD200,000 — 대상자: 24,000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피해지역 학교재건사업 

2009년 9월 30일 발생했던 수마트라 섬 지진으로 붕괴된 공립학교 1개를 재건하고,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재난경감 교육을 실시했다. 

— 사업비:USD197,828 — 대상자: 7,400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레소토 사업

식량위기와 HIV세계 3위의 국가인 레소토 마프텡 지역에서 HIV/AIDS 환자, 노약자, 고아 및 취약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생계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사업비: USD750,000 — 대상자: 40,000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스리랑카 자프나 국내난민지원사업 

내부 유혈전쟁이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스리랑카 최북단 자프나 지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3년 단위의 지역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비: USD241,682 — 대상자: 3,602가구(11,926명)

WFP협력 해외식량위기 지원사업 

월드비전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NGO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월드비전은 2010년 한 해 12개국 25개 사업에서 긴급식량 

및 영양지원, 학교 급식과 식량을 활용한 교육지원, 생계지원, 재건복구개발을 위한 구매 등을 통해 식량을 지원했다.

아이티 중장기 재건복구 사업 

강진 발생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식수 위생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진피해지역과 난민촌에 식수 위생 재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지원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사업비: 약 USD2,800,000 지원 — 대상자: 약 35,000명

남부수단 쿠아크 지역학교 건축사업

쿠아크 지역의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인프라를 제공한다.

— 사업비:USD90,000 — 대상자: 34,922명

부룬디 룩가지 아동 건강 & 영양 사업 

영양상태가 부실한 5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아동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사업비:USD166,964 — 대상자: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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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아프리카•20국가•103개 사업장

식수/위생•교육•보건/영양•HIV/AIDS

동아프리카 사업장수

에피오피아 15

케냐 9

우간다 7

소말리아 1

르완다 6

수단 8

부룬디 2

탄자니아 2

남아프리카 사업장수

말라위 7

잠비아 8

모잠비크 5

콩고민주공화국 3

스와질랜드 3

레소토 1

짐바브웨 1

서아프리카 사업장수

가나 8

말리 6

세네갈 4

시에라리온 4

니제르 3

Asia 아시아•12국가•70개 사업장

교육•보건/영양•HIV/AIDS

나라명 사업장수

스리랑카 7

인도 9

방글라데시 14

미얀마 5

네팔 1

인도네시아 5

나라명 사업장수

몽골 8

베트남 8

라오스 7

캄보디아 4

태국 1

APRO 1

Eastern Europe
Middle East 
동유럽/중동

4국가•11개 사업장

교육•아동인권, 보호, 참여

소득증대 활동•농업사업

나라명 사업장수

팔레스타인 3

5

레바논 1

알바니아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Latin America
중/남미

4국가•14개 사업장

보건/영양•교육

아동보호/옹호

나라명 사업장수

볼리비아 7

엘살바도르 3

콰테말라 3

아이티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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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장수

한국월드비전 해외사업현황

(2010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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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성탄절을 맞아 2010년 11~12월에 전국지부 대상으로 워터풀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

을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실천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열려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월드비전 전국 10개 지부에서 최인혁, 김석균, 강명식, 김태희 등이 출연, 콘서트를 진행한 결과 

1,093명이 정기후원을 맺었고, 125,402,090원이 모금되었다.

2009년 심각한 냉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 굶주림에 고통 당하는 북녘땅 동포들에게 생명의 식량(밀가루)을 보내고자 전국지부를 대

상으로 부활절 특별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모금이 진행되는 과정 중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모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지회와 지부 협력교회를 통해 모금된 총 금액은 80,306,830원이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10 교회지도자 컨퍼런스에서는 500명 이상의 월드비전 협력 목회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를 위해 월드

비전 창립자 밥 피어스 목사의 딸 마릴리 피어스 던커가 방한하여 ‘최악의 시기에 일어난 최상의 일들’이라는 주제로 60년을 지탱한 

월드비전의 역사와 앞으로 교회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비전을 나누었다.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은 지구촌 고통 받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알립니다. 2010년에는 특별히 

월드비전 창립 60주년 및 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를 통해 사랑과 희망,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창립 60주년 기념 및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음악회 ‘사랑과 감사의 축제’가 2010년 11월 12일 세종문화

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다. 이번 음악회는 월드비전과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이 반세기 이상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더욱 큰 

사랑을 품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감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세계 3대 카운터 테너 이동규, 소프라노 배경하, 석현수, 조정선을 

비롯한 음악전공자인 30명의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졸업생이 대거 참여하여 함께 연주했다. 특별히 졸업생 박정규가 연합합창곡을 

작곡했으며 연합 합창 지휘는 35년(1970~2005)동안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을 지휘했던 윤학원 지휘자가 맡았다. 

제4회 2010 세계어린이합창제가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Imagine a World Where Children are Safe)”를 주제로 월드비전선

명회합창단을 비롯한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6개국의 외국 합창단과 3개의 국내 합창단이 참가하여 2010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9개 지역홀과 에버랜드, 현대백화점 등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번 합창제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

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9개 지역홀에서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과 외국 합창단이 함께 공연했으며 수익금은 식수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지원되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이웃들의 변화를 위해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와의 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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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Statement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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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l to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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