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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2011년 한 해,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깊은 감사를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귀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손길은 지구촌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과 내일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사랑을 전세계 소외 당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2011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의 결실을 후원자님, 후원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에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에서 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오롯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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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월드비전 10대 뉴스

01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05 세계시민학교 제6기 지도밖행군단
2011년 7월, 48명의 청소년들이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제6기
지도밖행군단에 참여했다.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청소년들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6 국내 축구동아리 연합캠프
2011년 8월, 월드비전 축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의 340명의 아이들이 목포 축구센터에서
3박 4일간의 연합캠프를 함께했다. 아이들은 다른 지역 팀들과 친선 경기를 했으며 특별히
전북 현대 이동국, 김동찬, 최철순 선수가 방문하여 아이들과 게임 및 축구를 함께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초기 90일 긴급구호 3개 사업(비상식량물품 배분사업, 아동 긴급구호 사업(아동쉼터),

07 2011 기아체험

지역사회영양지원사업(공동취사장사업)) 을 통해 피해인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1년 9월, 2500여 명의 참가자와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이후 긴급구호단계에서 실행했던 3개의 사업이 5개 사업(아동개발&보호사업, 재난대비사업,

열린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MDGs 프로그램, 조별모임,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강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주민들에게

생계회복지원사업, 노인중심지역사회개발사업, 후쿠시마현 피난민 지원사업)으로 확장되어

난민촌 취침 등을 통해 아동보건, 임산부 건강 증진 등의 지구촌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진지하게

지역 사회의 재건복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2 조선일보ㆍ월드비전 공동캠페인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진행

08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월드비전과 조선일보는 2011년 최빈국 아이들을 도와줄 1만 명의 후원자를 찾기 위한

2011년 9월, 월드비전은 우리 사회와 후원자들에게 조직운영과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공한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달 동안 9개국(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몽골,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았다.

알바니아, 인도, 케냐, 엘살바도르, 팔레스타인, 스리랑카)을 조선일보 기자, 월드비전 친선대사,
연예인, 후원자 등과 방문하며 현지의 사정을 알리고 나눔의 동참을 호소했다.

03 사랑의 동전밭

09 소말리아 난민 살리기 후원의 밤 개최

2011년 5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함께 제3회 월드비전 <사랑의

2011년 10월, 최악의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말리아 난민과 동아프리카의 참혹한

동전밭>이 열렸다. 동전밭에 모인 모금액 7억여 원은 국내위기가정지원, 방글라데시 락삼ㆍ인도

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말리아 난민 살리기 후원의 밤’을

우타르칸드 파우리의 학교, 가나 트라치웨스트의 학교와 우물, 베트남 뜨엉수엉 마을의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소말리아 난민촌을 직접 방문하여

식수펌프, 베트남 엔트이 지역 학교와 식수펌프 만들기 사업에 사용되었다.

현지에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04 월드비전 전국 지부 및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

10 배우 유지태 월드비전 홍보대사 위촉

2011년, 월드비전 18개 지부에서는 20개 해외사업장(210여 명)을 방문했다. 또한 3개 지부에서

2011년 10월,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홍보대사로 배우 유지태 씨가 위촉되었다.

청소년 해외사업장(85명) 자원 봉사 방문이 있었다. 특별히 1월과 7월에는 월드비전 후원자들이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해외사업장(인도월드비전 아샤딥 사업장/9명, 케냐월드비전 앙구라이
사업장/14명)을 방문하여 후원 아동을 직접 만나고 월드비전 사업 진행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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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

지출
항목

월드비전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한영회계법인 이외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금액 (원)

내용

42,393,932,148

국내사업비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습니다.

결연아동지원

국내결연아동지원

복지관, 가정개발사업 등

복지관, 가정개발사업 등 시설지원

11,918,713,585
2,190,879,031

시설지원

수입

북한사업비
금액 (원)

사랑의 도시락, 공부방, 위기아동지원사업, 아동역량강화, 문화, 긴급구호 등

물품지원

기증받은 물품지원

454,506,304

농업개발, 긴급구호사업

채종기술자연수 및 과수, 채소품종 개량사업, 긴급식량지원 및 재해지원 등

606,801,131
88,249,180,962

항목

내용

국내아동결연후원금

국내아동결연후원금

14,508,787,886

아동을 위한

교육 (교육시설 건축, 교복/학용품 지원, 교육 캠페인, 방과 후 교실 지원,

해외아동결연후원금

해외아동결연후원금

89,127,590,826

지역개발사업

직업기술교육, 교사 훈련, 학교 운영위원회 지원 등), 식수 (시추공/수도 형태의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지원을 위해 내는 후원금,

25,941,684,366

국내/북한/해외/옹호사업후원금

27,829,833,228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국제개발사업비

74,205,675,472

식수 시스템 설치/관리, 저장용 물탱크 설치, 샘과 빗물 저수지 준설/정화 작업,
펌프 설치/관리, 정기적인 위생 교육 등), 보건의료 (예방접종, 지역보건센터운영,

사랑의 빵 저금통, 인터넷모금, 희망의 선물
해외구호사업후원금

구호사업 정기후원금, 재해발생시 구호후원금

8,343,136,771

건강검진 및 진료, 보건 교육/훈련, 모유수유 관련 교육, 영양분 제공, 식단 다양화

정부/기관 공동사업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1,690,818,200

교육 등), 소득증대 (토양 비옥도 관리, 병해충 관리, 개량종자보급, 유기농법

선물후원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2,429,133,667

교육, 부가가치 높은 농업 생산물 가공 훈련 및 교육 등), 아동결연 관련지원,

기증물품(GIK)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선물

2,651,223,101

긴급지원사업, 기타

정부보조금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비 지원

기타수입

임대수입, 복지관 프로그램 수입, 이자 수입 등

9,761,199,629

2011년 사업준비금

2011년 사업준비를 위해 2010년 결산 후 이입

9,356,918,000

11,758,811,938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거리아동보호사업, HIV/AIDS예방사업 (HIV/AIDS에 대한 의식고양, 성교육,

14,007,077,313

가치기반교육ㆍ기술 훈련, 육아강화, 후견인 능력 배양, 피해 아동 교육ㆍ건강관리
지원,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 감염 가정 식량 안보, 만성질환자 관리 등),

아동노동예방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청소년역량강화사업 등

175,569,304,384

총수입

국제구호사업비

물품지원

기증받은 물품지원

긴급구호 / 복구사업

식수공급, 생필품지원, 아동쉼터, 식량지원, 난민촌지원 등

옹호사업비

아동역량강화, 세계시민교육

기타지원사업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홍보, IT

36,428,177
6,845,498,936
308,056,162
1,532,091,058

교회와의 협력사업

한국교회의 사회적 나눔을 위한 교회지도자컨퍼런스 및 교회모금캠페인 등

월드비전은 전세계 기업 및 자선단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BBB의 20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후원개발사업

후원 모집/후원 서비스

Accredited Charity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비 등

월드비전은 전세계 5,400개 이상의 자선단체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Charity Navigator에서

시설비

사업장 개소비, 건물유지비, 운영 유지비

별 4개(최상위 등급)를 받았습니다.

차년도사업비

2012년 1, 2월 집행예정사업비

574,331,879
7,482,923,989
10,079,936,527
1,230,666,266
16,265,885,326

월드비전은 영국의회가 창설한 비영리연구기관 One World Trust의 세계책임성 보고서(Global
Accountability Report)에서 국제 NGO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국내사회복지단체와 NGO 가운데 최초로 호암상 사회복지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리 사회와 후원자들에게 조직운영과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총지출

175,569,3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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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1년 국내사업현황

사업구분

사업내용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든든한 부모 되기 사업,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이용인원 (명)

사업비 (원)

1,410,573

20,350,996,806

206,219

4,293,143,000

78,672

7,123,743,616

668,982

2,116,211,291

916

53,239,690

4,330

459,361,778

25,858

295,162,480

2,187

521,985,300

2,000

73,801,800

34

395,523,692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보호사업, 자활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향상
장애인복지관

- 중증 장애로 가정 내에서 방치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소’ 및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그룹 홈 운영

가정개발센터

-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 동아리활동, 아동청소년진로탐색,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월드비전의 국내사업은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존엄성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 저소득가정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외에 아동자립을 위한 요리교실,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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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관리 프로그램 진행
가정결연사업

장애인복지관 1개소, 가정개발센터 12개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11개소,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1개소, 시설지원사업 69개소, 꽃때말 공부방 4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원, 태백, 화순 폐광지역의 진폐환자가정, 장애인가정, 만성질환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교회와의 협력사업 진행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모니터링과 포괄적 감시ㆍ상담

꽃때말 공부방

- 김혜자 친선대사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인세 후원금으로 꽃때말 공부방을 설립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공부방 프로그램 제공

시설지원사업

- 총 69개(영아 5개, 육아 45개, 모자 10개, 장애아동 9개) 시설 아동의 생활안정과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국내긴급구호

- 재해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생활 기본물자 제공 및 재기
의욕을 북돋워주는 사업 진행 (서울, 경기, 인천 홍수 및 연평도 북한 포격 피해 주민 지원)

기업협력사업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월드비전과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진행하며 창조적인 복지서비스
활동 전개

위기아동지원사업

- 위기에 처한 가정의 도약을 위한 발판 되기 위기아동지원사업, 희망의 샘 프로젝트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 지원, 아동의 꿈과 재능지원

기타

- 물품지원, 음악원, 지역지원 사업 등

02. 2011년 국내사업 주요내용

749,395,547
817,395,860
5,143,971,288

저소득 가정 보호자 지원을 위한 든든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월드비전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양육이 어려운 보호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자는 아동을 위해 세운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보호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원금에만 의존하였던 보호자가 자립의지를 밝히고, 어려운
환경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아동의 욕구가 실현되면서, 아동은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기에 처한 가정의 도약을 위한 발판 되기 위기아동지원사업. 희망의 샘 프로젝트
예기치 못한 사고, 실직, 질병,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였다. 특별히 전국 초.중.고등학교,

헤어디자이너 양성프로젝트 출범식

사회복지관련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2011년 총 실적 : 354건, 749,395,54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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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시작, 함께 가는 사례관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권리프로젝트 /

빈곤가정의 아동 및 보호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아동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름다운 시작, 함께 가는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간 4천 5백 명의 아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01. 2011년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행사 공동주관/아이사랑 캠페인 실시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보호자 및 아동과 함께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보건복지부 주최로 월드비전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하여 5월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관심조차 갖기 어려웠던 보호자가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1일부터 7일 동안 2011년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가정의

되고 자녀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달 5월을 맞아 가족과의 행복한 대화, 행복한 놀이를 통해 만드는 행복한 가정을

모자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리며 어린이들의 소원을 담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행복한 가족사진

사회복지사와 음악전공 대학생, 음대 교수님이 협력하여 지원하여 꿈을 향해

콘테스트’, ‘자녀와 하루에 30분 이상 놀이하기’ 등 아이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나아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02.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개최
꽃때말 교육사업 / 아동이 성장발달 과정에 맞는 학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중 월드비전이

아동의 학습/교육 분야를 지원한다.

전북, 대전충남, 강원지역대회를 맡아 개최하였다. 금번 지역대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260명이 학교 및 지역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으며,

01. 어린이도서관 설립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책을 통한 놀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4개 사업장(용암종합사회복지관, 정읍종합사회복지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02

군산가정개발센터)에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는

03. 지역사회 변화
아동과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 무단횡단으로

북까페를 설립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공간이

사망사고가 잦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안전장치나 인도가

되고 있다.

없는 위험한 도로를 바꾸기 위해 2년 동안 캠페인 서명활동을 한 결과 지자체가
인도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2012년~2013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5개 사업장, 예산 : 166,000,000원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02. 꽃때말 공부방 프로그램
01

전국 4개소(태백, 창원, 제천,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때말 공부방은 기본적인
학습/숙제지도 외에도 아동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원예활동,

03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는 균형 맞춘 도시락을 제공하고 더불어 요리교실,

농촌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캠프,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기

영양교육 등을 통해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활동을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했다. 또한 환경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시락을 제작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인원 : 80명, 4개 사업장, 예산 : 약 129,162,480원/1년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혜인원 : 668,982명, 지원금 : 2,116,211,291원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 아동들이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아동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01. 헤어디자이너 양성 프로젝트 출범

04

㈜이철헤어커커와 협력하여 헤어디자이너의 꿈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 19명을
선발하여 향후 3년간(2011년~2014년) 꿈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이 청소년들은 전문 헤어디자이너 멘토들과 연결되어
미용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헤어쇼와 같은 전문 행사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참여인원 : 19명 참여, 11개 사업장, 예산 : 약 58,000,000원/3년
02. 희망날개장학금
01. 꽃때말 공부방 원예교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수혜학생 : 170명, 지원금 : 266,795,600원

02. 월드비전 꿈빛마을에서 진행한 요리교실
03.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북카페
04. 아이사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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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씨감자생산사업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작물인 감자의 효율적인
재배 지원을 위해 감자농사의 핵심인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과학원이 협력하여 북한 전역에 5개의
씨감자 생산사업장을 운영(연간 1,100만 알 이상 생산)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제월드비전이 씨감자사업장을 비롯한 농업협력사업장에 두 차례 걸쳐
최소한의 유지보수자재를 지원하였다.
사업비 : 745,218,000원 / 사업장 : 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함경남도 함흥

02. 채소생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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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비전은 농업 기술 교류와 연구, 지원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치원, 학교, 병원, 협동농장 일꾼 가족들에게 분배하였다.

노력합니다. 2011년에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중화군 내에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 : 86,592,000원 / 사업장 : 평양 만경대, 두루섬

밀가루 60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월드비전은 밀가루 인도와 분배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총 6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과 함께 남한의 농학자들이 함께
방문하여 북한농학자들로부터 월드비전 사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03. 북한 채종기술자연수 및
과수.채소품종개량사업

북한 중앙남새연구소와 평양남새연구소의 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2년간
채종기술훈련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하였으며, 2008년 제1기 연수단에 이어
2010년 2월에 제2기 연수단 5명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국제월드비전은
북한학자들의 생활 비용을 지원했으며 교육은 해외교포 농학자들이 참여해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일환으로 그 동안 진행되어오던 대북농업협력사업을 불허하였고 월드비전

주었다. 북한 채종연수단은 2011년 10월말에 졸업식을 끝으로 평양으로

씨감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제월드비전은

귀국하여 2년 동안 북한농업과학원과 농과대학 등에서 전달교육을 하게 된다.

한국월드비전을 대신해 농업사업을 한시적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월드비전은 사업장

한편, 채소와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월드비전과 협력하는 북한 농업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유지보수 물자를 지원하고 외국 농학자들의 방북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산하 숙천과수학연구소와 평양 미림중앙남새(채소)연구소에 품종 개량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필요 물자를 국제월드비전에서 지원했다.
사업비 : 131,776,800원 / 사업장 : 중국 단동 농업과학원, 평안남도 숙천,
평양 미림중앙남새연구소

04. 협동농장 지역개발사업 –
‘꽃피는 마을’

2009년 북한형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장으로 정해진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꽃피는 마을’ 협동농장 지역주민복지센터(금산원)의 외부 공사를 2011년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부 물자 등을 국제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지원하였다.
사업비 : 22,668,000원 / 사업장 :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05. 긴급식량지원 & 사리원
탁아소 유치원 지원

식량난에 시달리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중화군 지역에 긴급 밀가루 300톤씩
총 600톤을 9월과 11월에 지원하였으며, 10월과 12월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업비 : 315,000,000원 / 사업지역 :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화군

2011 북한사업 재무보고

긴급식량지원_월드비전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황해북도 주민들에게 밀가루 300톤을 긴급 지원했다

항목

내용

농업개발, 긴급구호사업

채종기술자연수 및 과수, 채소품종개량사업

합계

금액 (원)
118,581,850

긴급식량지원 및 재해지원

317,711,959

물품지원

170,507,322
606,8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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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마을의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갖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력을 높이는 교육이다.

사업비 (원)

사업명

내용

인원

지도밖행군단

여름방학 중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행군단원(청소년, 봉사자) : 83명

18,320,102원

지역강사양성

전국 19개 지부 및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교육을

지역강사양성교육참가자 : 265명

27,065,740원

받은 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세계시민교육을 실시

2회 이상 현장 파견교육 후 인증된 강사 : 102명

전국 초중고교 교원연수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교사가 직접 교육하는 참여형 수업 제시

교원연수 이수자 : 27명

세계시민교육관

빈곤 이슈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관(서울랜드 소재) 참여자수 : 103,580명

40,320,050원

세계시민교육 파견교육

전국 19개 지역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에 세계시민교육 실시

173,241,326원

월드비전은 옹호사업을 통해 지구마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의와 인간의 권리를 부인하는 사회의

교육참여기관수 : 157개

2,967,070원

교육참여자수 : 59,465명

구조와 관습,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화와
설득, 근거와 제시를 통해 각 사회 내 권력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가난의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02. 옹호캠페인 :
글로벌아동보건캠페인
‘Child Health Now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Child Health Now –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이하 CHN)’는 간단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지구마을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4, 5번 달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는 월드비전의 첫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1년의
CHN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모자보건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확대
이행을 요청하는 청원활동 중심으로 온라인 및 전국의 여러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전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880만 명(2009년
기준)에서 760만 명(2011년 9월 기준)까지 감소하는데 힘을 보태었다.

내용
온라인

CHN 홈페이지 (www.childhealthnow.or.kr) 를 통한 청원활동

오프라인

월드비전 본부 및 전국지부의 CHN 캠페인 진행을 통한 청원활동

03. 정책활동 :
제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HLF-4) 및 세계시민
사회포럼(BCSF) 참가

참가자 (명)

사업비 (원)

1,617

12,396,710

39,840

한국월드비전은 국제월드비전과 함께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원조효과성을 평가하고 이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제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가하여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시민의 참여와 원조효과성 및
국제보건거버넌스에 대한 정책문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미디어 스턴트를 펼쳐 공여국의 건강한 원조 이행 촉구를 위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총회에 앞서 세계시민사회포럼에 참가하여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비 : 16,773,477원

2011 옹호사업 재무보고
항목

내용

옹호사업비

세계시민교육

제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미디어 스턴트를 진행하며
사람 중심의 보건 원조, 원조 흐름의 투명성 보장, 빈곤 해결을 위한
더 효과적인 원조, 더 나은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원조를 메시지로
공여국에게 건강한 원조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합계

사업비 (원)
261,914,288

옹호캠페인

12,396,710

정책활동

16,773,477

기타

16,971,687
308,0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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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프리카

케냐 오실리기 여자아동 보호사업
오실리기 지역 내 조혼 및 여성할례(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등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자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할례 및 조혼의 폐해에 대해 알리고 여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옹호사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도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여자아동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센터를 건축할 예정이다.
사업비 : USD 196,700 / 대상자 : 지역여자아동 4,400여 명
에티오피아 디젤루나 티죠 사업장 마라톤 꿈나무 지원사업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있는 디젤루나 티죠 마라톤 꿈나무 지원사업은
동아마라톤과 한국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육상강국인 에티오피아의 어린

월드비전은 결연후원금으로 결연아동이 사는 마을이 변화되고 더불어 지역 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적으로 장거리 육상과 마라톤 강국인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2011년 한 해, 한국월드비전은 전세계 40개국, 198개

에티오피아에는 육상선수가 꿈인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어린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가난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일찍이

펼치는 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풍성한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마라톤 꿈나무 지원사업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훈련시설, 훈련도구들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더불어 월드비전은 재난이나 재해 직후, 불안정한 지역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 지역개발이 필요할

많이 배출해내고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훌륭한 훈련장소로 알려진 디젤루나

경우, 도시화 · 세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특정한 분야의 사업실시가 필요할 경우, 특정분야에 보다

티죠 지역에서 3년간 지속된 이 사업의 결과로 많은 어린이들이 지역 명문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할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업을 실시합니다. 2011년에도

육상클럽에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정에는 지속적인 소득을 위한 소득원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을

월드비전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이 절실한 지역 사회에 교육, 식수, 보건, 식량, 보건, HIV/AIDS 등

사업비 : USD 180,000 (3년간) / 대상자 : 1,396명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01

월드비전의 교육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캄보디아 아동들

01. 케냐_오실리기 여자아동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지역주민 대상 여성할례 철폐
캠페인
02. 케냐_오실리기 여자아동 보호사업의
일환인 여성 할례 철폐 캠페인 런칭식 때
조혼에 대한 연극을 보이는 학생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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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시아

World Vision

방글라데시 컴퓨터 교육 지원사업
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포스코의 지원으로 건축된 보그라 지역 내

03. 중동 · 동유럽

알바니아&코소보 청소년 평화교육사업
코소보 6개 마을의 잦은 인종분쟁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른 종교와 인종을

컴퓨터센터를 통해 2007년 이후 5년 간 지역 내 빈곤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훈련을 지원해 왔다. 2011년에는 총

청소년들은 아동권리, HIV/AIDS, 성(性) 평등,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143명의 청소년 및 학생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였다.

갈등해결을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사업비 : USD 30,000 / 대상자 : 아동 및 지역주민 143명

사업비 : USD 70,093 / 대상자 : 아동 389명

캄보디아 아동친화적인 학교 사업

보스니아 양봉사업

캄보디아 삼롯, 사마이 민치, 프라삿 발랑 지역 등에서 실시된 아동친화적인

버바스, 라쉬바 ADP 지역 40가정을 선정하여 양봉 장비를 공급하고 양봉 기술을

학교사업은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학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캠페인을

교육하여 지역주민 소득이 증대되어 빈곤 가정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사업비 : USD 20,000 / 대상자 : 50가정

실시하고, 학부모 회의 및 교사역량 강화, 교육자료 지원 및 학교 환경 개선,
학생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 걸쳐 지난 3년간 진행된
사업평가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에
열려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를 만드는 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월드비전은 프레비아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같은 교육 모델로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비 : USD 54,887 / 대상자 : 12,886명 (아동 1,189명, 여성을 포함한
주민 6,808명 / 3,972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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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스코가 한국월드비전을 통해 지원한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 내 컴퓨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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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보스니아_월드비전은 빈곤 가정에 양봉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18

World Vision

Humanitarian&
Emergency
Affairs
국제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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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경감

인도네시아 재난경감 사업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에도 몹시 취약하여 재난경감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월드비전은 현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을 시작으로 하여 술라웨시-말루쿠 지역에서
긴급구호물자 지원 및 지역주민과 지역정부가 재난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및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긴급구호포럼을 주최하고
긴급구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 USD 239,882 / 대상자 : 직접 2,946명, 간접 62,903명
남아프리카 3개국 (잠비아, 말라위, 스와질란드) 재난경감사업
잠비아, 말라위, 스와질란드의 지역개발사업장(ADP)지역에서 재난경감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대비 취약 정도와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Community Vulnerability and Capac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정부가 재난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업비 : USD 150,000 / 대상자 : 75,000명

월드비전은 기근, 재난, 분쟁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난경감, 긴급구호, 재건복구의 3대 사업을
통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협력하여 전세계 가난과 굶주린 사람을
돕는 식량위기 대응 사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취약 지역 및

02. 긴급구호

일본 대지진/쓰나미 초기긴급구호 사업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강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주민들에게 초기 90일 긴급구호 3개 사업(비상식량물품 배분사업, 아동

국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사업(아동쉼터), 지역사회영양 지원사업(공동취사장사업)) 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업비 : 월드비전 지원 USD 123,137,470,000 중 약 50만 달러 한국 지원 /
대상자 : 30,000가구 (74,817명)
자연재해 대응사업 (뉴질랜드, 미얀마, 태국, 중국, 필리핀 등)
2011년에는 특별히 전통적으로 재난에 취약했던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 일본 대지진과 더불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재난이 그 중의 하나이며 피해 복구에 2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01

연이어 발생한 미얀마 샨 주 지진에 대해 5만 달러를 지원하여 비상식량물자,
아동보호, 식수위생, 보건 영역의 구호를 실시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2011년 6월,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
13개 성의 긴급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9월과 10월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태풍 네삿 및 날개 피해 긴급지원 사업으로 5만 달러를
지원하여 해당지역 수해 주민에게 긴급구호물자 지원 및 아동보호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0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그룹 JYJ가
기부한 2억 원과 산업은행 나눔재단에서 지원한 5만 달러를 통해 이재민들과
아동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 USD 20,000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USD 50,000 (미얀마 샨 주
지진), USD 30,000 (중국 홍수), USD 50,000 (필리핀 태풍 네삿 및 날개),
USD 211,666 (태국 홍수)

01. 일본 대지진 피해 아동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월드비전은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

03. 재건 및 복구

World Vision

일본 대지진/쓰나미 중장기 재건복구 사업
긴급구호단계에서 실행했던 3개의 사업이 5개 사업(아동개발&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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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부협력 사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우간다 북부 울 지역 지역재건사업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울 지역의 아동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영양,
농업, 교육, 심리사회적 치료 사업이 2013년까지 진행 중이다.

재난대비사업, 생계회복지원사업, 노인중심지역사회개발사업, 후쿠시마현 피난민
지원사업)으로 확장되어 지역 사회의 재건복구를 목표로 2012년 6월을 사업

사업비 : USD 255,435 / 대상자 : 3000명의 아동과 그들이 속한 1000가구

종료기한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북부 수단 마요 국내난민캠프 식수위생사업

사업비 : 월드비전 지원 USD 33,208,474 가운데 약 150만 달러 한국 지원 /
대상자 : 37,000가구 (100,000명)

수단 하르툼 지역 마요 국내난민캠프에 머무는 남수단, 다르푸르 등에서 이주한

아이티 중장기 재건복구 사업

개인용 화장실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난민들의 식수제공을 위해 우물굴착 및 핸드펌프 설치, 파손우물 보수, 공용 및
사업비 : USD 200,000 / 대상자 : 24,000명

초기 긴급구호 사업 후 주민들의 식량안보/생계지원을 위해 식량을 통한
재건복구를 실시했다. 또한 지진 발생이전부터 시급한 문제였던 식수위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 및 위생시설을 구축하여 콜레라 예방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피해지역 학교재건사업

감소에 큰 효과를 얻었다. 현재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을 위한 종합 교육센터

2009년 9월 30일 발생했던 수마트라 섬 지진으로 붕괴된 공립학교 1개를

건립과 3곳의 특수학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재건하고,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사업비 : USD 3,000,000 / 대상자 : 323,338명

재난경감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비 : USD 197,828 / 대상자 : 7,400명

04. 만성적 재난

동아프리카 기근 및 식량위기 대응 사업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1천3백 만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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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레소토 식량위기 대응 생계지원 사업

동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하여 식량지원, 보건 및 영양사업, 식수위생사업,

식량위기와 HIV 세계 3위의 국가인 레소토 마프텡 지역에서 HIV/AIDS 환자,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재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구호사업을

노약자, 고아 및 취약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채소, 씨앗, 양계, 과수, 묘목 배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생계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사업비 : 1차 (USD 36,345), 2차 (USD 50,000) / 대상자 : 약 500,000명

진행 중이다.
사업비 : USD 630,000 / 대상자 : 3,000명 (20,000명)

스와질란드 식수사업
오랜 기근으로 심각한 식수난에 처한 스와질란드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화장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스리랑카 자프나 국내난민지원사업

식수 저장소를 연결한 스프링 식수 시스템을 통하여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내부 유혈전쟁이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스리랑카 최북단 자프나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3년 단위의 지역재건사업을 지원했다.

사업비 : USD 150,000 / 대상자 : 3,150명

사업비 : USD 241,682 / 대상자 : 3,602가구 (11,926명)
UNWFP협력 해외식량위기 지원사업

잠비아 식수위생 및 식량지원사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잠비아 2개 지역의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위생 환경 교육과 식수펌프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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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의 최대 NGO 협력 파트너로서 매해 전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식량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10월 부룬디

제공하고 텃밭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사업비 : USD 130,000 / 대상자 : 14,000명

학교급식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전세계 12개 국가에서 27개 사업, 2010년
13개 국가에서 28개 사업, 2011년 10개 국가에서 23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05. 취약국가 지원

동콩고 학교 위생시설 지원사업

식량사업의 종류는 긴급식량지원, 학교급식 및 식량을 활용한 교육지원,

오랜 내전으로 동콩고의 마시시, 루츠루, 베니지역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학교에

긴급영양지원/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영양실조 예방 및 대응사업, 식량을

위생적인 화장실을 건축하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위생 및 보건 교육을

활용한 생계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을 활용한 농업지원, 발전을 위한 구매

진행하고 있다.

(Purchase for Progress) 등이 있다.

사업비 : USD 90,267 / 대상자 : 9,200명

02. 케냐 식량 지원
03. 레소토 양계장 건축을 위해 필요한 철망을
받은 현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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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s of
International
Ministry
2011년 해외사업 재무보고

국제개발사업비
East Asia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소계

국제구호사업비
동아시아

West Africa

1,356,982,753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2,481,942,166

물품지원

2,159,958,620

소계

9,788,922,757

소계

3,516,941,373

2,087,340,730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9,622,694,734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3,126,916,447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East Africa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물품지원
소계

South Africa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소계

12,749,611,181

동아프리카
20,452,380,128
3,327,900,975
36,428,177

동아시아

긴급구호 / 복구사업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South Asia & Pacifi
c
MEERO
남아시아 & 태평양연안
소계

East Asia

7,306,980,591

9,437,268,601
11,524,609,331

서아프리카

소계

LACRO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소계

중동 · 동유럽
5,066,501,937

West Africa
긴급구호 / 복구사업

South Asia & Pacifi
c
MEERO
남아시아 & 태평양연안
긴급구호 / 복구사업

418,640,680

긴급구호 / 복구사업

서아프리카
46,823,208

중동 · 동유럽
33,826,334

195,699,459
5,262,201,396

라틴아메리카
5,233,954,477

East Africa
긴급구호 / 복구사업

동아프리카
957,579,544

LACRO
긴급구호 / 복구사업

라틴아메리카
1,455,547,477

444,611,955
5,678,566,432

23,816,709,280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17,085,895,004
2,342,665,581
19,428,560,585

합계

88,249,180,962

긴급구호 / 복구사업

남아프리카
416,140,320

합계

6,845,49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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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가

총 사업장 수

40

해외사업장 현황

198

한국월드비전 해외사업현황 2011년 10월 현재

아시아 12국가

· 70개 사업장

Asia
교육

· 보건/영양 · HIV/AIDS

나라명

사업장수

나라명

사업장수

스리랑카

7

몽골

8

인도

9

베트남

8

14

라오스

7

미얀마

5

캄보디아

4

네팔

1

태국

1

인도네시아

5

APRO

1

방글라데시

동유럽/중동 4국가
아프리카 20국가

· 103개 사업장

중/남미 4국가

Africa
식수/위생

· 14개 사업장

Latin America

· 교육 · 보건/영양 · HIV/AIDS

보건/영양
사업장수

사업장수

· 교육 · 아동보호/옹호

· 11개 사업장

Eastern Europe/
Middle East
교육

· 아동인권, 보호, 참여 · 소득증대 활동 · 농업사업

동아프리카

사업장수

에티오피아

15

말라위

7

가나

8

볼리비아

7

팔레스타인

3

케냐

9

잠비아

8

말리

6

엘살바도르

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

우간다

7

모잠비크

5

세네갈

4

과테말라

3

레바논

1

소말리아

1

콩고민주공화국

3

시에라리온

4

아이티

1

알바니아

2

르완다

6

스와질란드

3

니제르

3

수단

8

레소토

1

부룬디

2

짐바브웨

1

탄자니아

2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나라명

사업장수

나라명

사업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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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Vision
Christian
Korea Children’s Commitments
Choir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교회와의 협력사업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지구촌 고통 받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알립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이웃들의 변화를 위해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와의 협력사업을

2011년에는 연주2반이 창단되었고, Hymn Festival <The Book> 기획 연주 및 여러 행사와 공연을

실시합니다.

통해 사랑과 희망,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1 월드비전 교회지도자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리처드 스턴스 미국월드비전 회장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연주2반 창단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2011년 1월 연주2반을 창단했다. 연주2반은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의 사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다양한 연주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주2반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지역반
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오디션을 거쳐서 승단했다. 2011년 8월 16일부터 21일
까지 제45차 해외연주로 베트남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초청 연주를 했으며,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돕기 부활절 특별
캠페인 &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캠페인

다수의 국내 초청연주를 했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기획연주 Hymn Festival
<The Book>

Hymn Festival <The Book>이 2011년 10월 3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다. 이번 음악회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영혼을 깨우며,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연주였다. 1부는 새로운 찬송을 중심으로 작·편곡하여 연주했으며, 2부는 ‘주만

최근 6년간 극심한 가뭄과 심각한 기근으로 300만 명이 이상의 절대 기아에
놓인 동아프리카의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지역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호소하며 <아프리카의 뿔 돕기 부활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한 독지가가 익명으로 1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2011 월드비전 교회지도자
컨퍼런스

2011 월드비전 교회지도자 컨퍼런스에 700명 이상의 월드비전 협력 목회자들이
참가하였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구멍난 복음(홍성사 역간)>의 저자이며
미국월드비전의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가 주 강사로 초청됐다. 그는 빈곤과
불의의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이 포기한 것들과 온전한 복음은 실천하게

바라볼지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익숙한 찬양을 합창단과 300여 명의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열강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교회에 필요한

어린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하여 연주했다.

강의를 통해 큰 도전을 받고 감사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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