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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서신

사랑의 빛을 높이 들어준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30만 월드비전 가족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존재와 아름다움이 더 커지듯, 경제적 불황의 그늘이 짙게 깔린 이 시기에 변함없이 사랑
의 빛을 비춰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후원자님 한 분 한 분이 비춰 준 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고통 받
는 이웃들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준 후원자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
2008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 온 월드비전 각 사업장에는 감동과 희망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결실을 후원자님께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은 후원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
계감사를 받아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환율 폭등, 식량가격 폭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드비전의 사업장마다 희망을 심어 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이사장 김선도

아동들의 웃음 소리, 노래 소리를 들어보세요.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 북한, 그리고 지구촌 40여 개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구호개발사업에 결연후
원, 사업후원, 자원봉사, 사업장 현장방문, 재능후원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월드비전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8년에도 우리 모두가 어린 생명을 살리는 크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뭉쳐 자랑스럽게 목표를 달성했습
니다. 우리가 함께 이룩한 ‘2008년 사업보고서’를 여러 후원자님, 후원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에 보여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후원자들로 이루어진 월드비전 ‘개미 후원군단’은 2008년에도 수만 명의 가난한 아
동들과 지구촌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금전탑을 쌓았습니다.
월드비전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비전’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을 다하여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식수시설, 학교, 보건소, 일터와 그 속에서 행복한 아동들의 웃음 소리, 노래 소리가 이 ‘2008년 사업보고서’를 통
해 전달되길 바랍니다.
회장 박종삼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2+3

2008년 한해에도 후원자님이 만들어 주신 나눔의 빛은 우리 사회 곳곳을 밝혀주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의 손을 함께 잡아준 수많은 후원자님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
월드비전은 모든 아동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1. 2008 글로벌호프 캠페인

3. 나눔마라톤 ‘42.195는 사랑입니다’

5. 해외아동후원 캠페인 - 후후만세

지구촌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널리 전하 동아일보와 함께하는 나눔캠페인 ‘42.195는

‘후원자가 후원자를 만드는 행복한 나눔 세상

기 위해 국민일보와 함께 한 ‘2008 글로벌호 사랑입니다’가 3월 16일 2008 서울국제마라

(후후만세)’은 아동결연의 행복과 감동을 느

프 캠페인’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 톤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작년

낀 기존의 후원자님들이 나눔의 기쁨을 또

지 총 10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릴레이 캠페인

의 두 배인 약 3,700명의 마라토너들이 후원

지구촌 현장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소식 에 참여해 약 4,900만원에 이르는 사랑의 후

입니다.

을 통해 총 1,694명에 이르는 지구촌 어린이 원금을 모았습니다. 후원금은 월드비전이 지

2008년 5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후후만세

들이 새로운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역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아

캠페인을 통해 5천여 명의 지구촌 어린이들

르시(Arsi)지역으로 보내져 농업과 가축, 운동

이 새로운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프로그램 제공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 희망의 선물 (www.gifts.or.kr)

4. 해피프렌즈 3기 활동

6. 열린기아체험

2008년 한 해 동안 양, 닭, 모기장, 식수지원

대한생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해

4월부터 시작된 열린기아체험은 전국 850명

사업 등 다양한 희망의 선물을 통해 약 4억

피프렌즈’가 2008년 새로운 3기 친구들을 맞

의 훼민리더를 양성했으며, 이 중 551명의 리

3천여 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았습니다.

더가 약 6천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율적인

2008년에는 소중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선

전국 12개 도시의 400여 명의 중고교생들로

기아체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물대신 그 분의 이름으로 희망의 선물을 보

구성된 해피프렌즈 3기는 소그룹들을 통해

특히 2008년의 열린기아체험은 ‘Water is

내주는 ‘좋은날 희망의 선물’이 새롭게 론칭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8월 6일부

Life(물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지구촌 식수

되어 더 많은 후원자 여러분께 나눔의 기쁨

터 2박 3일간 태안 만리포청소년수련원에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자료과 체험 프로그

을 전했습니다.

여름 봉사캠프를 열어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램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의 열린기아체험 캠

생필품을 나눠주는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프를 통해 500여 명의 정기후원자와 1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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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나눔 Highlights

9. 사랑의 동전밭

12. 워터플 크리스마스

9월 29일에서 10월 5일까지 진행된 기아체험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

24시간을 통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동전들

이들을 도우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

로 채워진 국내최초 최대규모의 ‘사랑의 동전

기 위해 월드비전과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워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터풀 크리스마스(Waterful Christmas)’캠페

전국 어린이들의 작은 사랑의 빵 저금통에서

인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 동숭교회와 함께

부터 LG PDF 직원들이 모은 커다란 사랑의

하여 12월 한달 동안 캠페인과 20일의 나눔

빵 저금통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모아진 작

콘서트로 꾸며졌던 2008 워터풀 크리스마스

은 동전들은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캠페인을 통해 4천 만원에 이르는 식수사업

전해져 커다란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 2008년 기아체험 24시간

11. 후후만세 콘서트

12. 나눔상품 러브 팟 출시

9월 29일에서 10월 5일까지 제16회 기아체험

후원자의, 후원자에 의한, 후원자를 위한 행

GS칼텍스 그리고 카이스트 ID+IM Lab 배상

24시간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펼쳐졌

복한 나눔쇼! ‘후후만세 콘서트’가 서울에 첫

민 교수팀이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본격 자

습니다.

눈이 내렸던 11월 20일 국립극장 청소년하늘

선상품 ‘나눔 프로젝트’의 세번째 주인공인

지구촌 희망사진전과 마음나눔벽, 아동노동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자연가습기 ‘Love Pot 나눔’이 12월 4일 출시

체험과 에이즈체험관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

한비야 국제구호팀장과 박나림, 김효진 홍보

되었습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한 세

램으로 꾸며진 이번 기아체험 24시간은 청소

대사, 그리고 후원자인 화요비, 왁스, 김동욱

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자선상품 나

년, 후원자, 대한생명 해피프랜즈, 포스코 임

님 등이 함께했던 이번 콘서트에는 600여 명

눔 프로젝트는 공식홈페이지(www.nanum.

직원 가족 등 4000여 명의 훼민파이터가 동

의 후원자들이 함께했으며, 현장에서만 100

or.kr)와 킥스 사이트(nanum.kixx.co.kr)등을

참해 지구촌 어린이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나

명이 넘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새로운 후원자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눔을 실천했습니다.

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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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Financial Highlights

수입

단위 천원

후원금수입

68,044,423

70.7%

보조금수입

12,643,465

13.1%

사업수입

5,305,195

5.5%

기타수입

1,758,145

1.8%

기증물품

3,011,412

3.1%

전기이월금

5,422,186

5.6%

96,184,826

100.0%

국내결연

10,395,025

14.6%

해외결연

37,187,546

52.3%

정기사업후원

8,832,047

12.4%

동전모으기

4,496,518

6.3%

비정기사업후원

4,125,956

5.8%

선물후원

968,347

1.4%

기타후원

1,226,041

1.7%

합계

후원종류별모금현황

기업지원금
기증물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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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43

1.1%

3,011,412

4.2%

71,055,834

100.0%

지출		
국내사업

34,880,221

36.3%

북한사업

1,906,980

2.0%

해외사업

35,814,662

37.2%

2,747,356

2.9%

긴급구호사업
옹호사업
교회협력사업

88,411

0.1%

633,230

0.7%

기타사업

1,623,400

1.7%

후원개발

3,757,559

3.9%

음악원개발
인건비
운영비
임대사업비
기증물품
차년도사업비

합계

659,911

0.7%

4,353,074

4.5%

1,151,196

1.2%

1,061,508

1.1%

3,011,412

3.1%

4,495,906

4.7%

96,184,826

100.0%

국내사업분포		
복지관, 시설지원

26,348,813

73.5%

가정결연.가정개발사업

5,141,328

14.3%

사랑의 도시락 지원사업

1,596,293

4.5%

목욕서비스, 지역지원사업등

1,288,877

3.6%

음악원사업

659,911

1.8%

공부방지원사업

592,339

1.7%

장학사업

144,000

0.4%

79,400

0.2%

35,850,961

100.0%

위기가정지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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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분야별분포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농업사업
보건의료 사업
재난대비 사업
HIV/AIDS
식량확보
식수, 위생사업
지역사회기반사업
소득증대 사업
위기아동지원
기타(옹호사업, 장애, 여성)

해외긴급복구사업

합계

35,814,662

93.4%

9,544,607
4,033,992
4,038,239
3,345,585
3,150,566
2,497,376
2,135,122
1,964,171
1,624,215
644,518

24.9%
10.5%
10.5%
8.7%
8.2%
6.5%
5.6%
5.1%
4.2%
1.7%

2,836,271

7.4%

2,540,920

6.6%

38,355,582

100.0%

해외사업지역별분포
아프리카

20,725,236

54.0%

아시아

13,865,566

36.2%

중남미

1,837,068

4.8%

1,927,817

5.0%

38,355,582

100.0%

중동 동유럽

합계

** 월드비전은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매년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를 통해 후원자들께 재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월드비전의 전반적인 재무회계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인 Ernst&Young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검증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대외적인 신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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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하던 강원도 광산이 2005년 문을 닫기 전까지만 해도 세영이네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이들로 북적이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현재가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나 엄청난 수술비를 빚 지게 되었고, 1년 전 겨울에는 동생 민재가 갑작
스레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민재가 뛰어 놀던 철길에 지금도 세영이는 막내와 함께 종종 나와 민재가 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세영
이 어머니는 긴 겨울을 털어내 듯 일어나 며칠전 복지관을 다녀가셨습니다.
민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세영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와 도와주었던 복지관에 고맙다며,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겠다고 합니다. (태백 가정개발 사업장 함세영 아동)

8+9

국내사업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숨겨둔 꿈도, 움추렸던 용기도
난타의 리듬을 타고
높이높이 올라갑니다.

한화 공부방 ‘꿈밭의 아이들’ 발표회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어린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가정개발센터 13개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10개소,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1개소, 지원시설 69개소, 꽃때말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며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사업분류

실적(명)

결산(단위:천원)

교육지원사업

458,158

2,712,730

정서지원사업

70,202

1,355,018

건강증진사업

286,590

4,837,970

지역복지사업

185,182
636,306

3,395,345
2,389,785

총계

1,636,538

14,690,848

아동
역량강화 사업

가족기능 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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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 공부방에서 학습지도를 받는 아이들

전국 10개 사업장 축구단의 친선경기

아동권리위원회‘안전한 놀이터’캠페인에 참가한 청소년들

아동 역량강화

업교육, 가족상담, 심리치료, 위기가정지원사업, 부모교육, 가족나들

국내사업장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정서 신체적

이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건강증진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다.

_위기가정지원

● 교육지원사업 방과후 교실운영, 특기교육, 영어교육, 학자금지

빈곤가정들 중 특히 위험에 처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 경제적

원, 학원연계사업 등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고 잠재력을 개

지원 망(친인척 또는 사회보험 등) 이 없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발했다.

이러한 위기 가정에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을 보호하

● 정서지원사업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치료, 캠프, 멘토링, 동

고 가족기능을 유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리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 특히 전

* 사업비: 79,400,000원 / 수혜자: 27가정

국 10개 사업장에서는 월드비전 축구단을 창단, 신체활동 및 집단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사회의 책임성 강화

● 건강증진사업 결식, 영양불균형, 성장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월드비전은 지역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아동들에게 밑반찬 지원 도시락 및 급식비 지원 기초 건강검진 등의

방지하고 해결하여 지역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사업을 실시했다.

2008년에는 춘천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강원지역아동청소

_ 꽃때말 공부방

년권리센터를 운영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

지역내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보충하여 학습능력

력했다.

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지원 및 사

_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운영

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권리침해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포괄적인 감시사

* 사업비: 97,672,945원 / 사업장: 2개소(태백,마산) / 참여인원: 8,740명

업과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상담 및 권리의식 향상 교육 홍보 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의 연계체계를 구

가족기능강화

축했다.

복지관과 가정개발센터에서는 가족해체와 가족갈등, 경제적 문제

* 사업비: 233,231,310원 / 사업장 : 1개소(춘천) / 참여인원: 2,807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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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행복을 배달합니다.”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조하

늦은 저녁,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

여 매일 도시락을 지원하였다.

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

성민이는 아버지와 두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 1,596,292,860원
사업장 : 10개소(성남, 인천, 정선, 제천, 대전,
정읍, 동해, 광주, 부산, 고양)
수혜자 : 2,082 명 / 자원봉사자 : 3, 444명

그러나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면 한 달 이상 집을 비울 때가 많아 삼형제가
알아서 식사며 빨래, 청소를 해야 해 집안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민이 형제에게는 사람의 정이 그리워 보였습니다. 다음날
부터 매일 도시락 2개를 들고 성민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주로 둘째 성현이가
도시락을 받았지만 언제나 퉁명스러웠고, 민망할 정도로 차가운 모습이었습

_가정방문 목욕서비스

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시락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저

중증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

쪽에서 기다리는 성현이가 보였습니다.

한 대상자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미안해, 많이 배고팠지? 어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네 감사합니다.” 그때 성현이가 처음으로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 후론 늘 수줍게 웃으며 맞아주는 성현이가 보고싶어 발걸음을 재촉하게

사업비 : 112,459,930원
사업장 : 5개소(정선, 광주, 부산, 울산, 감포)
수혜자 : 3,372명
사업비 : 112,459,930원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집에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 아이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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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새 마음까지 열었습니다. 성민이와 성현이가 배고프지 않고, 다시 해맑게
웃을 수 있게 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_정경남 사회복지사 (인천지부 사랑의도시락 나눔의집)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1

2008년 한 해도 노래하는 천사, 월드비전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은 지구촌 고통받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국내,해외에서 총 92회의 공연을 했으며, 합창단을 주인공으로한 영화
‘유앤유’에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1. 한국 최초 코러스 영화 ‘유앤유’
립싱크가 아닌 오직 철저히 훈련된 발성으로 정면 승부하는 흥미진진한 합창의 세계를 그
린 한국 최초의 코러스 영화가 탄생했다.
50년 역사의 합창단 노래가 영화를 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유명 영화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제작된 한국 최초의 코러스 영화 ‘유앤유’. 이 영화는 학업과 음악, 그리고 가정
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단원들의 이야기이다.
영화감독 박재현 씨는 10년 넘게 음악원 행사마다 아름다운 영상으로 재능기부를 해왔다.
박재현 감독은 “세계 최고의 어린이합창단이 우리나라에, 그것도 월드비전에 소속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경쟁사회에 내몰린 청소년
들에게 순수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2
1.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제 40
차 해외연주 여행을 통해 한 달간 13개 도
시에서 21회 공연을 했다.
2. 한국 최초 코러스 영화 ‘유앤유’포스터

2. 40차 해외순회연주 ‘A Voice for the Voiceless’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7월22일부터 한 달 간 13개 도시에서 21회의 음악회를 통해
1만여 관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합창단은 음악회를 통해 죽어가는 3000여 명의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자 천상의 목소리를 전
했다.

12+13

북한사업
지난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큰 자연재해는 없었지만, 2007년의 심각했
던 홍수피해가 미처 복구되지 못한채 외부의 식량 지원도 줄어들어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작년 방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이 텃밭이나 협동농장의 남는 땅마다 감자를 심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핏줄,
사랑으로 뿌린 씨앗들이
가지마다 희망의 움으로
돋아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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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안남도 숙천 사과 과수원에서 북측 담당자에게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북한사업 자문위원들
2. 제 8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에 참가한 남북 농업전문가들
3. 평양 씨감자생산사업장에서 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 온실 노동자

2

씨감자생산사업

운영하고 있다. 온실에서 생산한 오이와 토마

북한농업전문가 연수

산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에서 감자

토는 육아원, 유치원, 학교, 병원, 협동농장 일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이 지

는 중요한 곡작물 중 하나이다. 감자농사의 핵

꾼 가족들에게 분배된다. 뿐만 아니라 종묘회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농

심이자 기본은 양질의 씨감자 종자를 많이 확

사의 도움으로 김장에 필요한 고추, 배추, 무

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전문 인력들을 교육하

보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다.

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 종자도 지원했다.

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북

월드비전은 2000년부터 북한 농업과학원(국
가농업연구기관)과 함께 씨감자 원종(종자)을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북한 농업

*
사업비: 186,000,000원
사업장: 평양, 만경대, 두루섬

과학원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국가 씨감자 원

한 농업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제 3국으로 초
청, 실습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인력훈련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훈련 받은 북한 연수단원들이 고국으

종보급 체계도는 월드비전과 협력하는 5개 씨

로 돌아가면 전달교육을 통해 더 큰 파급효

감자 원종사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과수원 운영 & 채소품종개량사업

지난해에도 5개 씨감자 사업장에서는 연 목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품

표인 1200만 알 이상의 씨감자를 수확하였고,

질의 종자(묘목)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북

제 8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

여기에서 생산한 씨감자가 양강도 대홍단을

한의 채소, 과수 분야는 주곡작물에 비해 종

지난 한 해 남북이 함께 일구어낸 사업의 성

비롯한 고산지대와 평양 인근 평지대에 심겨

자의 품질이 매우 낮다.

과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져 채종(종자생산)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평양 중앙미림남새연구소와 평남

모색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 남북농업과학심

홍수 없이 건조한 기후 덕에 작년도 감자농사

숙천 과수학연구소와 함께 과수묘목생산 및

포지엄을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는 예년에 비해 그 수확량이 늘어났다.

종자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냉각기 속에서도 남북 농업전문

특히 평남 숙천의 사과, 배 시범과수원(3ha)

가와 일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수시설, 비료, 농약

로 열정적인 토론을 이어갔고, 소중한 잠재

등 물자를 지원하였고 국내 전문가가 방북하

력과 기회를 발견한 뜻깊은 자리였다.

*
사업비: 735,000,000원
사업장: 평양, 대홍단, 정주, 배천, 함흥

과가 일어날 전망이다.

여 북한 담당자들에게 과수원의 효율적 운영

채소생산사업

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이제 내년이면 맛좋고 생산성 높은 사과를 맛

과 주민들에게 채소는 접하기 힘든 작물이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월드비전은 비타민이 꼭 필요한 성장
기의 어린이들과 환자들을 위해 채소온실을

*
사업비: 310,500,000원
사업장: 숙천, 평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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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사업

2

1

1, 2.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참가중인 청소년들

옹호사업은 가난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위한 활동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
고 시민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정책 영향력 강화

캠페인

● 세계시민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3박

전국 12개 지역에서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

● 2008년 지구의 해를 맞아 유엔환경계획

4일 동안 7개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 지구촌

권리위원회와 함께 아동권리침해상황을 모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습관이 지구를 살

의 빈곤, 환경, 분쟁, 다양성과 인권 등 글로

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살

립니다’ 캠페인을 연간 실시하고, 당장 실천

벌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체험하며 보

기 좋은 세상 만들기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

할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다 살기좋은 세상을 꿈꾸고 실천할 것을 약

어 주세요’란 주제로 전국 연대캠페인을 진

캠페인을 통해 매월 당면한 환경이슈와 그

속했다.

행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지구 반대편의 월드비

● 교사 아카데미에 참여한 중 고교 교사들

권리과에 아동대표들과 함께 아이들의 목

전 사업장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전했다.

은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효과적으

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 제출했다. 그 결과

●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 화이트밴드

로 교육하기 위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세계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꿈꾸어

놀이터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위한 예산

보았다.

을 확대하고 제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참여자수
협력단체
사업비

47명(국내 청소년 및
이주가정 청소년)

무지개청소년센터
13,154,740원

교사 아카데미
22명
경기도교육청

참여자수

17,623명

5,855명

내용

아동권리위원회
운영, 전국아동권리
워크샵, 대한민국
아동총회 참가등

서명서 참여(3,232건)
의식조사 여(2,237건)
지자체 정책제안서 제출
(10건)

사업비

22,370,000원

23,279,400원

4,396,000원

World Vision Korea 2008 Annual Report

습관이 지구를 살립니다 화이트 밴드 캠페인

아동권리위원회 ‘안전한 놀이터 캠페인’
참여자수

월드비전 후원자
15만명과 일반대중

국내 약 5만 여명

협력단체

유엔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사업비

260,100원

1,298,950원

희

망이 배달돼 왔습니다.

볼리비아에 사는 루돌프(9살)네에
태평양을 건너온

희망의 선물* 이 도착했습니다.

루돌프 가족에게 닭은 희망의 배달부입니다.
닭은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계란을 낳고,
루돌프는 아침마다 따뜻한

희망을 봅니다.

*‘희망의 선물’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선물해주실 수 있도록 만든 월드비전의 인터넷 선물후원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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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말라위 - 식수개발사업
말라위 쳇사 사업장의 주민들이 더 이상
더러운 강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월드비전은 지역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전
세계 48개 국의 193개 사업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결연후원자, 사업후원자, 한국정부,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
들이 지역주민과 아동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2008년에도 월드비전은 26만 여명의 결연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들을 위해 교육, 식수, 보건, 식량, 소득증대, HIV/AIDS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않도록, 음쿠무쿠무 초등학교에 식수시설
을 설치했다. 이 식수사업으로 274 가구와
600명의 초등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가나 - HIV/AIDS 사업
가나 아프람 플레인스 사업장은 부정적 인
식으로 차별 받는 HIV/AIDS 보균자 35명이
치료 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동시에 이들
이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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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로로키 ADP 식수개발사업

베트남 - 농업개발사업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을 통해 모금된 후원

(호아방 ADP 버섯재배 활동)

금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오염된 식수로 수

호아방 사업장의 주민들에게 버섯재배법을

인성 질병에 시달리던 마을의 300여 가구가

교육하여,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식수를 마시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했다.

식수시설을 개보수하여, 기존 시설의 사용도

이 사업으로 사업장의 각 마을마다 10가정이

를높여 주민들의 개인위생이 현저히 향상되

버섯 재배를 시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버섯

었다.

을 생산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 훌라 사업장 학교건축

엘살바도르 - 아동역량강화사업

훌라지역 학교 부족 문제로 2시간 씩 걸어서

솔리다리다드 사업장은 선배가 학습에 어려

통학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움을 겪고 있는 후배를 돕는 ‘어린이/청소년

초등학교를 건축했다. 현재 471명의 학생이

클럽’을 조직·운영하였다.

학교건축으로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이 사업을 통해 총 138명의 학생들이 수학,

124명의 결연 아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철자능력 수업을 받았으며, 다음 학년으로 진

있다.

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향상

1

2

되었다.
1. 로로키 사업장에 지어진 식수시설
2. 에티오피아 훌라지역에 건축한 학교 전경
3. 결연아동 집에 전달된 염소
4. 후원자가 보내준 편지를 들고있는 아동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됩니다.
2008년 11월 29일 에티오피아 훌라 지역에 있는 결연 아동 집에 방문 했습니다.
후원자님의 선물금을 통해 받은 한 마리의 양이 지금은 다섯 마리가 되어서 농사일
을 도울 수 있는 황소와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4살 정도 된 아이의 모습은 참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후원자 사진을 꼭 껴안고 고마
워하며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아이의 모습을 후원자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조금의 관심

3

이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후원자님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2만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질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 누군
가의 삶을 행복하고 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돈을 후원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쁜 우
리의 삶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변
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힘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아
름다운 관계가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글/사진 이창표(국제개발팀 간사)

4
18+19

1
1

해외특별 사업

1. 직업훈련을 받는 방글라데시 주민들

파키스탄 지중해성 빈혈사업

인도 아동노동예방사업

동티모르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지중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발

빈곤 때문에 담보노동에 처해있는 인도 벨로

동티모르의 바우카우 지역은 실업문제가 심

생하는 지중해 빈혈(유전적 결함으로 헤모글

르 지역 아동을 위해 재활사업, 아동친화적

각하고 지역갱단과 연루된 청소년 문제가 대

로빈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로 고통

공간제공, 적성상담지도, 직업기술훈련, 학업

두되고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의

받는 아동과 주민을 위해 약품 제공과 무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

올바른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평화교육을 실

상담을 하고, 헌혈 및 수혈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고용주를 대상으로 법적 인식 고양

시하고, 영어/재무, 전자기술 교육도 병행하

이 사업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헌혈

캠프를 조직하고, 아동노동 예방위원회 운영

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능력을 지닌 인재로

에 동참했고, 총 1,840 회의 수혈이 제공됐다.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성장하도록 힘썼다.

*

*

*

사업비: USD 56,000
대상자: 1,600명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약 1,500명

사업비: USD 110,004
대상자: 880명

동티모르 영유아 보건사업

캄보디아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방글라데시 거리아동지원사업

유아사망률이 높은 동티모르 내 카이시도 지

캄보디아 내전으로 사회적, 정신적 상처를 받

기차역, 버스역 등 거리에서 살아가는 빈곤

역 아동들에게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

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회복할수

아동들을 위해 주야간 쉼터를 제공하고, 교

산부에게 정기 건강검진과 모유 수유교육을

있도록 독서훈련, 체육활동, 양성평등 교육

육 및 의료 지원을 하여 아동들이 안정된 환

실시했다.

등 다양한 인식개선훈련을 실시했다.

경에서 생활하고 교육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

*

사업비: USD 73,825
대상자: 3135명

사업비: USD 45,900
대상자: 약 50,000명

사업비: USD 54,000
대상자: 약 1,200명

방글라데시 교육 및 식량확보 지원사업

짐바브웨 교육지원사업

태국 바다집시 지원사업

보그라 지역 아동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서 수업 받던 부헤

안다만 해협의 어부 600명에게 그물지원과

학교 교실을 짓고 학습 기자재를 지원했다.

라 지역 아동들을 위해 2개 교실과 교무실을

저축장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빈곤가정의 소득증대를 위해 씨 종자 및 가

신축하고 칠판, 책걸상 등의 학습기자재를 지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축지급, 직업훈련 등을 실시했다.

원했다.

*

*

아울러 지역의 HIV/AIDS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USD 198,600원
(정부지원금 97,000,000원)
대상자: 약7,100명

에이즈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1,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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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2,196명

2
캄보디아 아동친화적인 학교사업

캄보디아 에이즈예방사업

아동들의 학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캠

에이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변

페인을 실시하고, 학부모 회의 및 교사역량 강

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화, 학습모임 등을 지원했다.

HIV AIDS감염자를 위한 치료와 에이즈 고아를

*

위한 보호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비: USD 46,487

*

대상자: 약 16,409명

사업비: USD 104,832
대상자: 약 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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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협력사업
몽골지역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에게 신학교

방글라데시 에이즈예방사업

육을 하고, 신학교재 및 참고서적을 번역 개발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에이즈

하여 교회사역을 지원하였다.

예방 및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에 종사

*

하는 여성 및 HIV/AIDS감염자에게 직업교육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50,000 명

을 실시하여 새 삶을 찾도록 지원했다.

*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약 30,000명

AIDS 예방 및 치료사업
남아공 에이즈 결손가정 지원사업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이즈 결손 가정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했
다. 사업대상 가정은 원예농업 및 직업훈련,
농업용수 활용 훈련과 씨 종자 및 과일 묘목
등을 제공 받았다.

*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에이즈 결손가정 1,122가구
(약 5,000명)

2

2. 아동센터에 모여있는 거리아이들
3.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수학
교과서를 받은 학생
4. 전기기술을 배우는 청년
5. 동티모르 영유아 보건사업

레소토 에이즈 결손가정 지원사업
HIV/AIDS 보균자 비율(23.5%)이 세계 3위인
레소토의 에이즈 결손 가정을 대상으로 약품,
영양식담요 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에이
즈 결손가정 아동들에게는 HIV/AIDS 예방교
육을, 지역 자원봉사자에게는 HIV보균자를 돌

44

보는 방법을 훈련했다.

*
사업비: USD 50,000
대상자: 5,029명(HIV 양성반응자 176명, 봉사자
165명, 에이즈결손가정아동 4,6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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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사업
2008년 한 해에도 전세계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이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월드비전은 전 세
계 27개국 51개 사업장에서 기근, 재난,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이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
귀하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처럼 숨가쁘고 생사의 기로를 결정 짓는 긴급구호 현장에서 후원자님의 작
은 사랑은 하나의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미얀마 나르기스 긴급구호사업

중국 쓰촨성 대지진 긴급구호 사업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시드로 재건
복구사업

강타했다.

생하여, 약 4천 6백만 명의 주민이 큰 피해

2007년에 발생한 사이클론 시드르로 사망

월드비전은 사이클론 긴급구호 상황을 카테

를 입었다.

자 3,256명을 포함하여 총 8,470만 명이 피

고리Ⅲ 레벨Ⅲ으로 선포하고, 초기 30일 긴

월드비전은 카테고리Ⅲ, 레벨Ⅱ를 선포하고,

해를 입었다.

급구호 사업 및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실시

초기 90일 긴급구호 사업을 즉각 실시했다.

월드비전은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했다.

*

식량 및 물품을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복구

*

사업비

를 위해 학교재건 및 보수사업에 지원을 실

사업비
수혜자
사업내용

초기 긴급구호- $115,260
WFP협력 긴급식량지원- $21,612
52,000가구
식수 공급, 식량지원, 생필품
(담요, 조리기구, 셔츠) 제공,
임시피난처 제공, 아동 안전보
호시설 마련

$ 97,820
수혜자
2,342명
사업내용	이재민 대상텐트 및 방수포 제
공, 아동쉼터, 임시 교실 설치

스리랑카 북부 구호물자비축사업

콩고내전 긴급구호 사업

스리랑카 북부는 정부군과 타밀반군의 내전

2008년 10월에 발생한 내전으로 기존의 약

이 심하여 많은 난민들이 자주 발생한다.

백만 명의 난민 외에 추가적으로 25만 명의

향후 이러한 내전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

난민이 생겨났다.

하여 내전상황에 대비, 긴급구호물자를 사

월드비전은 카테고리Ⅲ, 레벨Ⅲ를 선포하고

전에 비축해 두는 재난 예방 구호사업을 실

난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90일 긴급구호를

시했다.

실시했다.

*
사업비
수혜자

*
$ 97,879
약 4,000명

사업내용
긴급구호세트, 교육용품세트,
	식품영양세트 제공, 임시피
난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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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50,000

수혜자
사업내용

난민 172,000명
긴급식량 지원, 식수, 보건
서비스 제공, 아동쉼터 설치

시했다.

*
사업비
$ 80,000
수혜자
약 2,500명
사업내용
재난 대피소 건축, 위생화장실
	건축, 식수시설 설치, 학교건축
및보수, 학교운영위원회 강화, 건
축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1

2

3

1. 식수펌프를 설치하고 기뻐하는 주민들과 한비야 팀장
2. 아동쉼터에서 보호 받고 있는 미얀마 아동들
3. 구호물자를 나르고 있는 월드비전 직원들

콩고내전으로 25만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난민촌에서의 삶은 또 하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22+23

1

2
1. 학교급식을 받아 식사를 하는 잠비아 아동들
2. 영아 및 임산부를 위한 보건사업

남부수단 Tonj 지역 아동보건의료사업

볼리비아 홍수재건 복구사업

짐바브웨 루판 학교급식사업

내전으로 의료기반시설이 파괴된 남부수단

홍수와 가뭄으로 발생한 식량 문제를 해결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짐바브웨

지역의 영아 및 임산부를 위한 보건 사업을

하고자 81만 5천불 상당의 초기 긴급식량구

초등학생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후원금 15만

진행하여, 약 4만 8천명의 아동들의 생명을

호를 실시했다.

불 규모의 학교 급식 사업을 실시했다.

구하고 29만 여 주민의 의료환경을 개선시
키고자 노력했다.

식량위기 대응사업

*

에티오피아의 하브로, 멜카벨로 사업장 주

사업비
수혜자 수

$1,177,199
290,340 명

사업내용	영양실조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치료 제공, 5세 미만 아동 대상
예방 접종 및 4대질병 치료,지역
주민 대상보건 위생 교육

민들이 하루빨리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 30만불 규모의 식량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미얀마 수출입은행협력 식량을 활용한 생
계지원사업

기타사업
잠비아 학교 급식사업

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약 1억6천만 원의

반복된 폭우와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한 잠

을 위한 도로구축, 식수사업, 학교재건, 관개

비아에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학

수로 및 농작지 개간 사업을 실시하고, 978

교급식사업을 실시했다.

톤의 식량을 제공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스와

영원무역과의 현물(GIK)사업

질랜드 식수/위생사업

영원무역과 협력하여 미화1,406,632 달러 상

지난 6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

당의 의류(174,882벌)를 베트남과 아제르바

족에 시달리는 스와질랜드에 한국국제협력

이잔에 제공했다.

단(KOICA)과 협력하여 식수/위생사업을 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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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으로 미얀마 코캉 지역 주민 3만 명

교회 협력사업
“

가난하고 억압된 이웃들의 통전적 변화를 위해 교회와 함께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협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

국민일보와 함께 하는 제 2차 글로벌호프

교회지도자 컨퍼런스

더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 ‘한 교회 한 생명 살리기’

500여 명에 이르는 월드비전 전국지회 목

월드비전과 동숭교회는 크리스마스 본래의

월드비전과 국민일보는 ‘한 교회 한 생명 살

회자들은 1박 2일간의 교회지도자 컨퍼런

의미를 사회가운데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

리기’라는 이름으로 10주에 걸쳐 글로벌호프

스에 참가하여, 동역관계에 필요한 강의를

해 “워터플 크리스마스” 를 기획하고 진행했

캠페인을 진행했다.

듣는 등 워크숍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

다. 교회가 앞장서 크리스마스 본래의 문화

많은 교회가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해외아동

해 월드비전 호주 회장인 팀 코스텔로(Tim

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콘서

후원과 마을 전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해외사

Costello)가 방한해 한국 신학과 목회에 새

트를 열고 생수통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

업 후원에 동참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로운 지평을 여는 강의로 목회자들로부터 호

리를 제작해 아프리카 물 부족국가에 성탄의

되었다. 2회째를 맞이한 글로벌호프캠페인을

응을 받았다.

큰 선물로 생수를 보내주는 후원행사도 병행

통해 1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를 만나

하였다. 행사를 협찬한 (주) 파파로티코리아

게 되었다.

최소영 대표는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을 맞
이할 수 있도록 우물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

월드비전 목회자 투어

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통해 총 4천여 만 원

월드비전과 협력 교회의 목회자들은 월드

이 모금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식수개발사업

비전 베트남 트라미 사업장, 몽골 아르항가

에 사용된다.

이 사업장을 방문해 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
업인 소득증대, 보건, 교육 사업 등을 살펴보
았다. 또한 월드비전 현지직원 과 정부지도

2
1. waterful christmas 나눔예배에 함께한 서정오
목사와 성도들
2. 교회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중인 목회자들

자 및 후원아동을 만나 후원을 통한 변화를
보고, 지역개발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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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지역조사

2008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World Vision Korea 2008 Annual Report

산업의 디자인/재디자인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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