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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 
월드비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2014년 월드비전은 후원자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구촌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키려 사랑을 모아주신 후원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월드비전은 국제 NGO로서 더욱 규모 있고 전문적인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더불어 후원아동의 변화와 투명한 후원금 사용의 모든 과정을 

후원자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2014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후원자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이들과 이웃의  

기쁨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월드비전 직원들이 가슴마다 품은 비전 헌장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인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올해도 월드비전은 이 비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험한 세상 속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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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 비전을 함께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이 철 신

한국월드비전 회장

양 호 승



2014년 월드비전  

총 지출금액의 89%가

어린이, 가정,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후원개발사업비, 사무비 11% 사용

89%



월드비전은 해외아동 후원금으로 후원아동이 사는 마을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아동의 생존과 

성장, 보건위생, 기초교육과 정서적 성장, 가정의 생계 유지,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됩니다. 또한 재난이나 분쟁 이후 불안정한 

지역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 지역개발이 필요하거나 도시화·세계화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특정 분야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식수, 위생, 식량, 보건, 

HIV/AIDS 예방 등의 전문적인 특별사업을 실시합니다. 

국제개발사업

408,600
해외아동후원사업

33개국 129개 사업장 40만 8600명의 후원아동들이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보건, 교육, 식수, 아동권리, 농업 및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552,466
식수·위생사업

26개국에서 진행된 식수사업으로 55만 2466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으며, 

1031개 식수 펌프 및 우물, 1225개 손 씻는 시설, 9882개 화장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왔습니다. 

418,609
교육사업

25개국 336개 학교 건축 및 보수, 28개국 9008명의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 결과, 41만 8609명의 아동이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친구들과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광고와 영상을 만들었어요.
케빈, 볼리비아

케빈은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광고와 영상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제공하는 

컴퓨터 수업 등에 참여하며 케빈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영상 콘텐츠 개발자의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기근, 자연재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켜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 경감, 

긴급구호, 재건 복구의 전 과정을 통한 재난대응사업으로 장기적인 삶의 질 회복을 

추구합니다. 또한 빈곤과 내전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취약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전 세계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지원하는 식량위기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국제구호사업

115,681
재난대응사업

전 세계 21개 재난 현장에서 11만 5681명의 피해 주민을 지원했습니다.

51,350
식량위기지원사업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에 처한 4개 국가에 식량 1703톤을 제공해 5만 1350명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704,188
취약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빈곤과 내전으로 사회 전반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11개 취약국가 70만 4188명의 주민을 위해 식수, 교육, 보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무력 분쟁과 끊임없는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한 남수단 뎃워크 마을의 카미사는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습니다. 카미사는 월드비전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진행한 

긴급식량 및 영양지원사업으로 주기적인 영양을 섭취해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싹 마른 아이를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살이 오른 아이 모습이 꿈만 같아요.
카미사 어머니, 남수단



가정형편이 어려워 혼자 끼니를 챙기는 연주의 식사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과자였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연주의 신체 발달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쿡n쑥쑥’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요리·영양 교육, 식문화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하며 연주는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원래 채소를 싫어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맛있게 느껴져요. 집에서도 혼자 만들어 먹을래요.
한연주(가명), 월드비전 꿈빛마을

13,134
아동후원 및 지역복지사업

전국 132개 기관에서 빈곤가정 아동 1만 3134명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883
위기아동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752명의 아동에게 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1131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진로 및 인성 교육, 다양한 직업 체험, 전문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꿈꾸는아이들’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2,100
아동권리사업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에  

816개 학급, 2만 210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월드비전 아동총회에 538명의 아동이 참가했습니다.

2,260
사랑의도시락나눔사업

2260명의 결식아동 및 노인들에게 ‘사랑의도시락’을 제공했고, 결식아동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쿡n쑥쑥’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사업 월드비전은 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아동이 존엄성과 정의,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내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가정개발센터 12개소, 사랑의도시락나눔의집 11개소, 꽃때말공부방 4개소,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1개소, 시설지원사업 68개소, 아동비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0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 ACT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 ACT(Against Child 

Trafficking & Labor)’에 2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이 동참했고, G20 국가들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에 합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65,271
489,844

아동인신매매근절사업(End Trafficking In Persons)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일대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 피해자 및 잠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 프로그램 ‘아동인신매매근절사업(ETIP)’을 지원해 6만 5271명의 

아동과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60 일반구호사업

국제월드비전이 운영하는 평안남도 안주, 개천 국수공장에 밀가루 

60톤을 지원해 지역 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 끼의 국수를 

제공했습니다.

13 농업교육사업

제13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월드비전·북한 민경련 주최)을 개최했으며, 

남한과 북한의 농학자들이 2014년 월드비전 대북농업협력사업을 평가하고 

2015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전국 1448개 초·중·고등학교 48만 984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지구마을’ 현실을 이해하고 나눔의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농업사업을 진행합니다. 식량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농업기술 교류와 연구,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북한 농촌마을의 지역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호사업

북한사업

월드비전은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의와 인권을 부인하는 정책과 제도, 관습,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난의 근본 원인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구조적·법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4 재무보고
제51(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
국내아동 정기 

후원금

49%
해외아동 정기 

후원금

15%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2%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2%
정부기관 등 후원금

1%
선물 후원

2%
물품 지원(GIK)

6%
정부보조금

3%
프로그램  

사업 수입

1%
기타 수입

12%
2014년 

사업준비금

수입 비율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16,321,052,025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115,109,091,617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금, 사랑의빵,  

인터넷 모금, 희망의 선물 및 복지관 지정 후원 등

35,769,339,571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긴급구호, 재해 발생 시 구호후원금 6,020,722,624 

정부기관 등 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4,020,258,089 

선물 후원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1,761,597,897 

물품 지원(GIK)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4,236,798,380 

정부보조금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비 지원 13,950,223,952 

프로그램 사업 수입 지부 및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 6,257,580,501 

기타 수입 재단 및 이자수입 등 3,510,925,278 

2014년 사업준비금 사업 준비를 위한 이월금 28,420,446,901 

총 수입 235,378,036,835원



국내사업비  50,080,792,088 

후원아동지원사업 14,687,658,789 

사랑의도시락나눔사업 2,369,093,992 

꽃때말공부방 운영 150,837,769 

위기아동지원사업 1,610,818,711 

꿈꾸는아이들지원사업 1,349,554,057 

지역지원사업 1,382,433,151 

국내긴급구호 지원 52,433,750 

아동옹호사업 724,453,604 

기업지원나눔사업 2,343,065,299 

선물 후원 719,387,566 

전국 12개 복지관 사업 등 20,894,250,473 

물품 지원(GIK) 1,339,060,830 

문화사업 1,204,077,767 

기타 사업(청소년교육사업, 희망의 선물 등) 1,253,666,330

해외사업비  123,744,688,613

교육사업 23,140,199,988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10,828,105,749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3,366,072,812 

식수위생사업 5,717,266,959 

보건영양사업 18,307,533,262 

소득증대사업 4,026,137,156 

옹호관련사업 3,608,359,019 

후원아동사업 26,146,019,860 

아동보호사업 2,108,903,947 

선물 후원 1,395,991,570 

물품 지원(GIK) 2,945,406,274 

기타 사업(다중영역, 환경, 장애 등)  22,154,692,017 

북한사업비 채소품종개량사업, 채종기술자 연수 및 과수, 구호 등 398,825,579 

옹호사업비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정책포럼, 콘텐츠 개발 등 987,828,051 

사업기획 및 홍보비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  1,938,279,105 

시설비 및 임대사업비 사업장 개소 및 보수, 임대수익 운영 1,674,060,478 

후원개발사업비 후원모집, 후원서비스 등 20,930,214,925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4,440,090,151 

차년도 사업준비금 국내사업  8,596,642,896 

해외사업  18,997,133,605 

북한사업  3,100,000,000 

옹호사업  81,564,814 

재단관리사업  407,916,530 

총 지출 235,378,036,835원



21%
국내사업비

53%
해외사업비

0.2%
북한사업비

0.4%
옹호사업비

9%
후원개발사업비

1.9%
사무비

0.7%
시설비 및 임대사업비

0.8%
사업기획 및 홍보비

13%
차년도 사업준비금

지출 비율



아시아
12국가 131개 사업

동아시아

6국가 71개 사업

남아시아·태평양

6국가 60개 사업

국제사업 현황, 45국가 405개 사업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몽골 9

라오스 11

베트남 

중국 

네팔 4

방글라데시 16

인도 19

스리랑카 

미얀마 18

캄보디아 9

인도네시아 5



아프리카·동유럽·중동
29국가 241개 사업

동아프리카

9국가 118개 사업

서아프리카

6국가 40개 사업

남아프리카

7국가 59개 사업

동유럽·중동

7국가 24개 사업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필리핀 9

말리 5

세네갈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

시에라리온 8

가나 11

니제르 5

콩고민주공화국 15

부룬디 11

잠비아 17

레소토 1

짐바브웨 1

팔레스타인 6



중남미
4국가 21개 사업

알바니아 5

소말리아 3

남수단 6 에티오피아 26

스와질란드 4

모잠비크 5

말라위 16

탄자니아 7

르완다 13

케냐 22

차드 2 수단 3

레바논·시리아 1

요르단 1

부룬디 11

우간다 27

레소토 1

짐바브웨 1

팔레스타인 6
아프가니스탄 2

파키스탄 3



중남미
4국가 21개 사업

아이티 2

국제본부지역사무소 사업 12

과테말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한국월드비전은 
1964년부터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정부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한국월드비전 내부감사

이사회 감사, 감사실, 연 1회 법인·사업장 감사 실시

국제월드비전 감사

국제월드비전, 연 1회 사업·재무·인사 투명성  

점검 및 감사 실시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국내 4대 회계법인), 연 1회 감사 실시

정부 감사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 지도 점검 및 감사 실시

1950년 한국전쟁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월드비전은  

국제구호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투명한 후원금 운영으로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NGO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월드비전 

WORLD VISION INTERNATIONAL

파트너십

전 세계 99개국

직원

4만 6000명

연간 예산

$2.7billion(3조 원)

후원아동

1억 2000만 명

한국월드비전

150-8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여의도동)

t. 02.2078.7000 

f. 02.2078.7084 

www.worldvisi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