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2012 

2012 한국월드비전 사업·재무보고서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every 
child,

its 
fullness

Our vision
for

Life 
in all

Our prayer
for

the will 
to make

every 
heart,

it so

2012년은 국가적으로도 또 월드비전 안에서도 새로움을 향해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지구촌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과 

내일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사랑을 전 세계 소외 당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2012년 한 해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의 결실을 

후원자님, 후원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에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에 

부응하고자 투명한 재정 관리와 전문적인 사업 진행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믿음과 신뢰가 가는 월드비전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과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 성장해가려면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번져 

나가야 합니다. 월드비전은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빛과 누룩이 되어 

2013년에도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소중한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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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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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lights of 2012 2012 월드비전 10대 뉴스

1.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제8대 회장 취임

2012년 1월, 공개채용을 통해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제8대 회장이 취임했다. 양호승 회장은 서울대학교 
수석졸업, 미국 MBA, 다국적 기업 임원, 대기업 부사장 
등의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월드비전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2.
희망TVSBS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건립 캠페인 시작

월드비전과 SBS는 희망TVSBS에 참여하는 6개 
NGO와 공동으로 5개년간 아프리카에 100개의 
희망학교를 짓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원년인 
2012년 월드비전은 부룬디 카바고와 루레게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4개국에 모두 5개의 
희망학교를 완공하거나 건축을 진행 중이다. 현재 
희망학교 캠페인 전체는 총 20여 개의 학교를 건축 및 
준비 중에 있다.

3.
사랑의 동전밭

2012년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함께 제4회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이 
열렸다. 동전밭을 통해 모인 모금액 8억여 원은 국내 
위기가정 지원 및 인도 뭄바이와 파우리, 스리랑카 
비빌리, 아프리카 가나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축 및 마을 생활 개선과 위생을 위한 식수펌프 
설치에 사용되었다.

7.
배우 유준상 홍은희 부부 
홍보대사 위촉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홍보대사로 유준상 
홍은희 부부가 위촉되었다.

8.
교과부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월드비전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유·초·중학생과 
교원에게 체험활동 등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기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9.
해외사업장 직원 역량 강화 
훈련 실시

한국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직원 13명의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강원도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질적인 
실행 방법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
월드비전 후원자 및 전국 지부 
해외사업장 방문

5.
국내아동의 꿈 찾기 프로젝트 

‘드림스쿨’

10.

2012 기아체험 20주년
6.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진행

2012년, 월드비전 17개 지부에서 17개 
해외사업장(220여 명)을 방문했다. 또한 12개 
지부에서 청소년 해외사업장 자원봉사 방문(159명)이 
있었다. 특별히 월드비전 후원자들이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해외사업장(방글라데시 선더번 사업장/11명, 
가나 아프람 플레인즈 사업장/15명, 스와질란드 
마들렌감피시 사업장/11명)을 방문하여 후원아동을 
직접 만났으며, 사업후원자들도 인도 비사카파트남 
사업장(10명)을 방문하여 월드비전 사업 진행 현장을 
직접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두산인프라코어(사장 김용성)의 후원으로 국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드림스쿨>은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로 구성된 멘토와의 만남, 
직업체험, 여름방학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12년에는 월드비전 국내 후원아동 
출신이자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암 투병 중에도 멋진 공연을 펼쳤던 가수 
‘울랄라세션’의 故임윤택,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제작한 김진만 PD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꿈과 희망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2012년 11월, 2,500여 명의 참가자와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에 참여했다. 특별히 
2012년은 기아체험이 진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조별모임, 희망TVSBS 
프로그램 참여, 아동보건캠페인 등을 통해 기아, 전쟁, 
식수, 아동 보건 등의 지구촌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가 기획하고 도미노피자, 
현대해상,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이 열렸다. 이 캠페인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캠페인 송, 플래시몹, UCC 제작 총 3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급 241팀 7,379명, 일반 
시민 46팀 64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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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루레게야초등학교
부룬디 카바고초등학교
말라위 치위치위초등학교
모잠비크 음플루 초등학교
북부우간다 울지역 4개 학교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홍보, IT, 감사
후원모집, 후원서비스
한국교회의 사회적 나눔을 위한 교회지도자 콘퍼런스 
및 교회모금 캠패인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장 개소 및 임대운영유지비
음악원

지부

복지관

본부

기증받은 물품 지원

내용

결연아동 지원(가정개발센터, 시설아동 포함)
복지관 사업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꽃때말 공부방
시설지원사업

국내긴급구호

기업협력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CBS 수호천사 
지역지원사업

문화사업, 지부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물후원

기증받은 물품 지원
채종기술자 연수 및 과수, 채소품종개량사업
긴급식량 지원 및 재해 지원 
기타 북한 사업
세계시민교육

CHN(아동보호캠패인)
기타 옹호 사업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선물후원

희망TV SBS 등 학교건축사업

긴급식량 지원 및 재해 지원 
기증받은 물품 지원

2013년 1, 2월 집행예정사업비

항목

국내사업

북한사업

옹호사업

국제개발사업*

국제구호사업*

기타지원사업

후원개발사업

교회와의 협력사업

사무비

시설비 및 임대사업
차년도 사업준비금

총지출

금액

단위 : 원

13,348,640,151
18,597,442,825

2,234,792,129
417,855,590
158,991,034
178,581,750

74,314,718
2,775,436,841

769,741,971
908,710,337
520,373,656

1,820,248,243
2,840,326,345

851,328,168
3,764,389,915

67,021,089
267,928,361
71,689,269

429,490,300
29,196,384

141,477,531
86,809,516,697
11,283,922,706
1,291,398,451

57,630,471
57,630,471

146,013,714
218,575,088
230,521,885

6,209,696,929
518,206,890

2,750,525,246
7,612,846,846

672,164,527

10,522,120,285
1,770,178,275

52,954,871
987,081,685

1,655,504,382
16,779,438,542

29,333,000

199,923,237,568

Financial Highlights 재무보고

항목

국내아동결연 후원금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사업 후원금

희망TVSBS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정부/기관 공동사업 후원금
선물후원

기증물품(GIK)
정부 보조금
기타수입

2012년 사업준비금

총수입

내용

국내아동 및 가정 결연 후원금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지원을 위해 내는 후원금, 
사랑의 빵, 인터넷모금, 희망의 선물 등
희망TVSBS 모금 후원금
구호사업정기 후원금, 재해발생시 구호 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국내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지원
임대 수입, 복지관 프로그램 수입, 이자 수입 등
2012년 사업준비를 위한 이월금

금액

단위 : 원

14,990,839,449
99,854,952,242
28,805,815,433

663,733,880
6,907,634,169
3,662,923,366
2,449,912,506
4,311,929,505

12,348,743,377
9,660,868,315

16,265,885,326

199,923,237,568

월드비전은 전 세계 기업 및 자선단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BBB의 20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Accredited Charity 승인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 5,400개 이상의 자선단체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Charity Navigator에서 별 4개(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영국의회가 창설한 비영리연구기관 One World Trust의 

세계책임성 보고서(Global Accountability Report)에서 국제 NGO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한영회계법인 이외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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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국내 사회복지단체와 NGO 가운데 최초로 호암상 

사회복지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리 사회와 후원자들에게 투명한 조직운영과 후원금 사용 

자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출수입

국제개발사업*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 교육(교육시설 건축, 교복/학용품 지원, 교육 캠페인, 방과 후 교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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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용 물탱크 설치, 샘과 빗물 저수지 준설/정화 작업, 폄프 설치/관리, 정기적인 위생 교육 등), 

보건의료(예방접종, 지역보건센터운영, 건강검진 및 진료, 보건 교육/훈련, 모유 수유 관련 교육, 영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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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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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위한 특별사업 : 거리아동보호사업, HIV/AIDS예방사업(HIV/AIDS에 대한 의식고양, 

성교육, 가치기반교육, 기술 훈련, 육아강화, 후견인 능력 배양, 피해 아동 교육·건강관리 지원,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 감염 가정 식량 안보, 만성질환자 관리 등), 아동노동예방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청소년역량강화사업 등

국제구호사업*
긴급구호사업, 재건 및 복구, 만성적 재난, 외부 협력사업 등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월드비전의 자랑, 책무성

70여 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개발 

구호의 역사 속에서 50년 이상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너(Donor)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후원 그룹과, 도움을 받는 나라와 

사람들을 포함하는 수혜 그룹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대부분은 인류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원 그룹으로부터 흘러가는 

각종 재화와 자원들은 개발 구호사업의 현장에서 

또 다른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패한 개발 혹은 원조사례들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혜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후원자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인권을 포함한 수혜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후원국의 태도, 장기적인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집행 위주의 

근시안적인 사업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예산과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후원 그룹들은 대부분 수혜 그룹과의 관계에 

있어 더 큰 힘(Power)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의 

분배나 사용에 전문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효율성도 답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의미에서의 

책무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도주의적 사업에 있어서의 책무성 

(Accountability)이라 함은 “힘의 책임성 있는 

사용(the responsible use of power)1”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 정의는 모든 개발 및 

원조사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HAP(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의 책무성에 대한 정의

2. LEAP(Learning through Evaluation with 

Accountability & Planning): 개발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가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월드비전 고유의 사업 

디자인/평가 틀입니다.

3. 수혜자에 대한 월드비전의 불만처리방법: 

월드비전은 국제인도주의책임성연대(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International HAP-I)의 

정회원으로서 도움을 주는 후원자가 아닌 도움을 받는 

수혜자들로부터도 불만이 제기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노희찬 대리

아시아 지역 재난대응 담당(Disaster Response Coordinator)

남부아프리카 식량사업 담당

서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취약국가 사업 담당 

Accountability &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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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사업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 그룹을 사업의 능동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하여 사업 디자인 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의 모든 과정에 포함시켜서 1) 정보의 

공유(Sharing Information), 2) 현장 직원과의 

협의(Consulting with Project/Field staff), 3) 

참여 촉진(Promoting Participation), 4) 피드백과 

불만 수집 및 처리(Collecting and Acting on 

Feedbacks and Complaints)의 네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둔 PAF(Programme Accountability 

Framework)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를 위한 책무성뿐만 아니라, 소중한 

후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월드비전은 매년 한영회계법인 

이외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사업의 투명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아 2006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비영리연구기관 원 월드 트러스트(One World 

Trust)의 세계책임성보고서(Global Accountability 

Report)에서 국제 NGO 가운데 최고의 책임성을 

갖춘 기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원 월드 

트러스트 보고서에서는 월드비전의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 수행평가틀인 LEAP2과 수혜자에 

대한 불만처리방법3을 국제 NGO 기관 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월드비전 사업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원 월드 트러스트 외에도 

월드비전은 BBB, Charity Navigator, ECFA 등 

비영리기구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단체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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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Ministry 국내사업

월드비전의 국내사업은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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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정개발센터 

Family Development Center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집

가정결연사업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꽃때말 공부방

시설지원사업

국내긴급구호

기업협력사업

이용인원

단위 : 명

1,288,978

224,185

69,003

526,217

693

12,806

35,299

2,199

2,100kits

38건

사업내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든든한 부모되기사업,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및 보호사업, 자활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중증 장애로 가정 내에서 방치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소’ 및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그룹 홈 운영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 상담 및 진단, 판정과 의료, 교육, 재활 등의 프로그램 실시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동아리활동, 아동청소년진로탐색,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아동자립을 위한 요리교실,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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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교회와의 협력사업 진행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포괄적 감시·상담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권리의식향상 교육 및 홍보

김혜자 친선대사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도서 인세 후원금을 통한 꽃때말 공부방 

설립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공부방 프로그램 제공

총 69개(영아 5개, 육아 46개, 모자 9개, 장애아동 9개) 시설 아동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재해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생활 기본물자 

제공 및 재기 의욕을 북돋아주는 사업 진행

군산, 고흥, 제주 태풍피해 주민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월드비전과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진행하며 

창조적인 복지서비스 활동 전개 

나눔지원사업

1.
2012년 국내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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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국내사업 주요내용

저소득 가정 보호자 지원을 위한 든든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월드비전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양육이 어려운 보호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위해 세운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보호자가 지원금에 대한 제안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였고,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의 도약을 위한 발판 되기, 위기아동지원사업 – 

희망의 샘 프로젝트

예기치 못한 사고, 실직, 질병,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불안정한 주거환경 등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견고한 지원기준표를 수립하였으며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 외부 기관에서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 등을 위한 웹기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2012년 총 실적 : 420건, 7억3천 여 만원

아름다운 시작, 함께 가는 사례관리

빈곤가정의 아동 및 보호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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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였다. 연간 4천 5백 명의 아동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보호자 및 아동과 

함께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꿈이 있으나 정보, 자원이 없고 가정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방황하던 한 

아동이 사례관리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자원 연결을 통하여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사랑 받지 

못하여 사랑할 줄 몰랐던 보호자는 양육방법,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희망날개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꿈을 

키워가도록 지원하였다.

수혜학생 : 212명 / 지원금 : 330,041,600원

희망날개클럽

다양한 분야의 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49명의 

아동이 운동(태권도, 하키, 축구, 역도 등), 음악(판소리, 가야금 등), 헤어 및 

패션디자이너, 파티쉐, 도예, 애니메이션작가 등 자신의 꿈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꿈을 키워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헤어디자이너를 

꿈꾸는 아동 3명이 자신이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였고, 국가대표선수를 꿈꾸는 

6명의 아동들이 영국에 가서 런던올림픽을 직접 관람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LG디스플레이, ETRO, 이철헤어커커, GS 등의 기업과 故이상혁, 축구선수 

기성용, 익명후원자가 청소년들의 꿈을 후원하였다. 

지원금 : 227,944,530원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개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아동총회 지역대회 중 월드비전이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강원지역대회를 맡아 개최하였다. 금번 지역대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50여 명이 학교 및 지역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다. 대회를 통하여 아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아동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는 균형 맞춘 도시락을 제공하고, 더불어 

특화활동으로 요리교실, 영양교육 등을 통해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도시락 나눔의 집 기자재 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에 사랑의 도시락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선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품질의 사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혜인원 : 526,217명 / 지원금 : 2,234,792,129원

꽃때말 공부방 프로그램

전국 4개소(태백, 창원, 제천,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때말 공부방은 

기본적인 학습/숙제 지도 외에도 아동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 현장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캠프,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이용인원 : 35,299명 / 지원금 : 100,748,798원

 

한화와 함께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전국 36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받은 36개 사회복지 시설은 전기료가 감소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절감됐으며 친환경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변화되었다.

지원기관 36개소 / 지원금 : 1,000,000,000원

위. 2012년 런던올림픽을 방문하여 양학선 선수를 만난 

국내운동꿈나무 학생들

가운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중인 한화봉사단

아래. 이철헤어커커의 지원으로 진행된 희망날개클럽 

여름캠프

10 11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DPRK Ministry 북한사업

북한은 대표적인 식량부족국가 중의 하나로, 북한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식량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농업 기술 교류와 

연구,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북한 농촌마을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이어졌고 우리 정부는 긴급 수해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사업을 

불허하였습니다. 월드비전은 9월에 극심한 수해를 입은 평안남도 안주, 

개천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밀가루 500톤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월드비전에서는 한국월드비전을 대신하여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 및 

지역개발사업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월드비전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유지보수 물자를 지원하고 외국 농학자들의 방북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수해 긴급 구호식량 지원

2012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 

안주, 개천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밀가루 5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전달하였고, 국제월드비전을 통해 100톤을 지원하였다. 국제월드비전에서는 

10월에 밀가루 배분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업비 : 322,300,000원 / 사업지역 : 평안남도 안주, 개천

2.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프로그램은 1기(4명, 2008-2009)와 2기(5명, 2010-2011) 

연수단을 배출하였으며, 2기부터는 국제월드비전이 주도하여 교육을 진행해 

왔다. 금년도에는 제3기 연수단(6명)이 중국에서 채종기술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 농업과학원 중앙남새연구소와 작물유전자원연구소의 학자들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채소 종자 생산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훈련을 받았으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체류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다. 

사업비 : 102,790,000원 / 사업장 : 중국

3.
협동농장 지역개발사업 - ‘꽃피는 마을’

월드비전은 2009년 북한형 지역개발사업 모델로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농촌마을에 농업, 식수, 보건, 주택,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2012년도에는 금산리 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수 시설 자재를 국제월드비전을 통해 지원하였다. 

사업비 : 275,820,000원 / 사업장 :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리

월드비전 북한 수해 긴급 구호식량 밀가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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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옹호사업 1.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마을의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 지구마을 공동의 문제에 공감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를 향한 실천력을 높이는 교육이다. 2012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2.
옹호캠페인 : 글로벌아동보건캠페인 
‘Child Health Now -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글로벌아동보건캠페인 ‘Child Health Now –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이하 

CHN)’는 영양부족, 폐렴, 설사 등과 같이 간단한 조치만으로 쉽게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지구마을 5세 미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4, 5번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는 월드비전의 첫 번째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2년은 캠페인 시행 3년 차를 맞아 내실을 다지고 더욱 깊이 

있게 대중과 소통하려고 애쓴 한 해였다. 월드비전은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기회를 마련해 아동보건의 실태를 알리고 우리 정부가 전 세계 5세 미만 

아이들의 생명을 앞장서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특별히 11월에는 83개국 월드비전 파트너십과 함께 지구촌행동주간(Global 

Week of Action)을 진행하며 유명 연예인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2010년 캠페인 시작 첫 해 880만 명이던 전 세계 5세 미만 

사망자 수는 현재 6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3.
정책활동 : 2012 멕시코(Mexico) G20 정상회의 
대응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책 포럼 개최

한국월드비전은 2012년 5월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식량안보(food security)’ 의제에 대응하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Save the Children Korea)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정책 포럼 글로벌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G20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전 세계 식량 위기 

및 아동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대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식량안보 의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G20 한국 대표부가 관련 의제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월드비전은 옹호사업을 통해 지구마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의와 

인간의 권리를 부인하는 사회의 구조와 관습,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화와 설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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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지도밖행군단

지역강사양성

전국 초중고교 

교원연수

세계시민교육 

파견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내용

CHN 홈페이지 www.childhealthnow.or.kr를 

통한 청원활동

월드비전 본부 및 지부에서 진행한 

CHN 캠페인을 통한 청원활동

참가자

단위 : 명

1,002

22,784

사업비

단위 : 원

29,196,384

사업내용

여름방학 중 3박 4일 동안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인 

확산과 보급을 위해 전국 

19개 지부 및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후 학교 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을 직접 실시

여름/겨울 방학 중 각 3일 동안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참여형 수업 제시 

전국 19개 지역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시

인원

행군단원

(청소년참가자, 봉사자) 

68명

지역강사양성교육 

참가자 279명

2회 이상 현장 파견교육 후 

인증된 강사 135명

강사에 의해 이루어진 

파견교육 2,068회

교원연수 이수자 72명

교육실시 기관수 435개

교육실시 건수 3,723건

사업비

단위 : 원

26,420,960

96,689,964

4,429,560

301,94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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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nistry 국제개발사업

월드비전은 결연후원금으로 결연아동이 사는 마을이 변화되고 더불어 

지역 주민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2012년 한 해, 한국월드비전은 전 세계 46개국, 127개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펼치는 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드비전은 재난이나 재해 직후, 불안정한 지역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 지역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화·세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특정한 분야의 사업 실시가 필요한 경우, 지역별 이슈에 따른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업을 실시합니다. 

2012년에도 월드비전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이 절실한 지역 사회에 교육, 

식수, 보건, 식량, 보건, HIV/AIDS 등 다양한 특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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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잠비아 룽가지역 식수지원사업 

룽가지역은 잠비아 북서부에 위치하여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에 

인접해 있어, 잠비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특히 안전한 

식수원의 부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들의 설사,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식수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총 18개 우물을 

새롭게 설치했다. 우물 한 개당 약 611가구, 지역 전체로는 총 11,000가구가 

안전한 식수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식수관리위원회와 우물 

한 개당 3명으로 구성된 위생교육 담당자를 통해 우물 사용시 지켜야 할 

수칙과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위생습관에 대한 주민인식 강화,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마련, 청결한 집안 환경 유지 등 행동 양식 변화로 

지역의 전반적인 위생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비 : USD 186,195 / 대상자 : 룽가지역 11,000가구

세네갈 톰보론코토 사업장 5세미만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 영양사업 

세네갈의 최동단 지역 케두구 주 톰보론코토지역에는 전체 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중 약 13.2%인 700여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으며, 주민 

2만 8천 여 명을 위한 보건소는 3곳, 간이 보건소는 5곳뿐이어서 아동들이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나마 설치된 

보건소에도 비치된 약품이나 훈련된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이 불가했다. 

본 사업은 톰보론코토지역 5세 미만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 혹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 향상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 특히 영양실조가 일어났을 때 치료하는 소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전에 지역의 보건담당자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해 

보건소에서 효과적인 임산부 정기검진, 식이요법 교육, 영아 이유식 제조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가 없는 마을에는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의 중요성 및 올바른 영양공급 방법을 훈련하고 

직접 아동의 상태를 검진해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로 이양했다. 분기별로 

평균 1,600여 명의 아동 영양상태를 모니터링 했고, 105명의 아동이 심각한 

영양실조 판명을 받아 보건소로 이양돼 치료받아 회복되었으며 8곳의 보건소 

및 간이 보건소에 영양식 제조 시설이 설치되어 부모 대상 훈련이 실시 되었다. 

또한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24개 

지역주민조직 대상 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을 통해 13.2%였던 영양실조율이 3.4%로 감소했으며, 무엇보다 

지역 자체 내에서 영양실조를 예방, 치료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게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차년도에는 이미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보건인력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 : USD 40,417(2012-13년 2년간) / 대상자 : 여아 1,093명, 

남아 1,100명, 여성 7,705명

2.
아시아

미얀마 피지다곤 12번 학교건축사업

1992년 피지다곤 은가마을에 설립된 피지다곤 12번 학교는 개교 시 

초등학교 수업만 진행했었다. 2005년도부터 미얀마 정부로부터 해당 

학교에 대한 중등교육이 허가되었고 지역 내에 중등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생겼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월드비전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12번 학교 

1개동 신축을 진행 중이고 12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비 : USD 125,000 / 대상자 : 피지다곤 학교 학생 1,477명(초등학생 

1,033명, 중학생 444명)

팔레스타인 가족 평화공원 건축사업

1967년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아동들은 하루하루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족 공원이 건축되어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 200명 대상으로 비폭력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사회적으로 

억눌려있던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가족들과 공원에서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에 기여하였다.

사업비 : USD 4,088/ 대상자 : 주민 총 1,992명(여자아동 480명, 남자아동 

492명, 여성 511명, 남성 509명)

캄보디아 거리아동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직업 및 토지를 잃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프놈펜 

도심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생필품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줄어드는 일자리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었고, 아이들은 학대와 아동매매의 위험에 노출된 채 

거리로 내몰렸다. 캄보디아 거리아동 지원사업은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연합하여, 아동 센터에 등록을 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숙소, 기술 훈련, 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아동 

가정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위탁가정을 확보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사업비 : USD 127,013 /  대상자 : 아동 19,070명(부모님 및 지역주민 410명, 

센터 등록 아동 250명,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18,000명)

위. 미얀마 피지다곤에 설립된 학교를 방문 중인 

유지태·김효진 홍보대사 부부

아래 왼쪽. 잠비아 룽가지역에 설치된 식수펌프

아래 오른쪽. 팔레스타인 가족 평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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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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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과 협력하여 전 세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식량위기 대응 사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취약 지역 및 국가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Humanitarian & 
Emergenc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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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대응사업

레바논 국경지역 시리아 난민지원사업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전을 피해서 레바논으로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월드비전은 난민들을 위한 비식량물자1 

배분사업과 전쟁으로 피해 입은 아동들을 위한 아동쉼터를 지원하였다.  

사업비 : USD 150,000 / 대상자 : 12,000명 

서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 및 난민촌 아동보호사업 

니제르 만가이즈 난민촌 아동 대상으로 아동쉼터를 건립하고 아동들이 

폭력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난민아동들의 학교 출석률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사업비 : USD 349,167 / 대상자 : 6-12세 아동 600명, 13-18세 아동 50명

동콩고 루추루 난민촌 긴급식수위생사업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North Kivu)주 루추루지역 난민촌을 대상으로 

긴급식수위생사업을 실시하여 열악한 식수위생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사업비 : 150,000 / 대상자 : 34,087명

필리핀 태풍 보파 긴급구호사업

태풍 보파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필리핀 만다나오지역 취약 가구들을 

대상으로 비식량 긴급구호 물자 제공,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임시피난소 

설치를 위한 물자 제공, 생계 지원 사업 등의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있다.

사업비 : USD 50,000 / 대상자 : 8,000가구

2.
취약국가 지원사업

남수단 톤즈지역 커뮤니티센터 및 학교건축 지원사업

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없던 남수단 아동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학교를 

활용하여 부족간의 평화를 도모한다.

사업비 : USD 335,420 / 대상자 : 3,477가구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여성보건 지원사업

본 사업은 소말리아의 소말리랜드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할례 및 조직적 

강간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소말리아 여성의 80%가 

할례를 경험하고 많은 여성들이 강간에 노출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고 여성을 위한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41명의 여성질환 피해자들 및 3,780명의 

교육활동 참가자들

아프가니스탄 헤라지역 아동생존지원사업

아프가니스탄은 1인당 GDP가 USD 163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고, 

장기적인 내전으로 국가전체가 피폐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영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월드비전은 산모와 태어난 영아들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9,139명 

북부 우간다 전쟁피해아동 지원사업

20여 년간 우간다 정부군과 ‘신의 저항군’으로 불리우는 무장세력간의 

내전으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소년병 및 아동들의 

의료적,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재활을 돕는 사업이다. 

한국월드비전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북부 

우간다 굴루지역의 월드비전 전쟁피해아동 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200여명

차드 통합적 영양실조 치료사업

차드 구에라지역의 6-59개월 아동의 영양실조율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양육방법(수유, 밥먹이기) 실천을 교육하는 통합적 

영양실조 치료사업이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 : USD 150,000 / 대상자 : 4,173명 

3.
UNWFP협력 해외식량위기 지원사업

월드비전은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의 

최대 NGO 협력 파트너로서 매 해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식량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10월 부룬디 

학교급식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28개 사업, 

2011년 10개 국가에서 23개 사업, 2012년 10개 국가에서 24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식량사업의 종류는 긴급식량지원, 학교급식 및 식량을 활용한 

교육지원, 긴급영양지원/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영양실조 예방 및 

대응사업,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을 활용한 농업지원 

등이 있다.

4.
외부협력사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레소토 사업 

식량위기와 HIV세계 3위 국가인 레소토 마프텡지역에서 HIV/AIDS 

환자, 노약자, 고아 및 취약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생계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 : USD750,000 / 대상자 : 40,000명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에티오피아 통합적 보건개선 / 

영양실조 예방 및 치료사업

에티오피아 하브로, 멜카벨로 두 지역에서 5세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영양을 위하여 치료, 예방, 회복의 요소를 포함한 필수 영양실조 예방 및 

보건개선활동, 여성 및 지역사회의 자립적 보건행동 실천, 지역사회기반 

영유아 영양실조치료 프로그램을 2013년 8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 USD 586,161 / 대상자 : 80,567명

왼쪽. 서아프리카 니제르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오른쪽. 필리핀 태풍 보파 긴급 구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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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물자가 아닌 물자. 예) 텐트, 방수포, 위생용품, 

쿠킹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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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 현황Glob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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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교회와의 협력사업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지구촌 고통 받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알립니다. 2012년에는 미국, 호주, 일본으로 해외연주를 

다녀왔으며, Hymn Festival <The Ship> 기획연주 및 여러 행사와 공연을 

통해 사랑과 희망,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이웃들의 변화를 위해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와의 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 

WorldVision 
Korea Children’s Choir

Christian Commitments

1.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제47-49차 해외연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2012년 미국, 호주, 일본으로 해외연주를 

다녀왔다. 미국월드비전 코리아센터와 진행한 제47차 해외연주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뉴욕까지 25박 26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간 동안 월드비전 글로벌센터와 많은 교회에 

초청돼서 연주했다. 제48차 해외연주는 호주 TV 코리아 초청으로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호주 맬번, 시드니에서 12박 13일 동안 진행됐다. 

일본 드림네비게이션과 문화 교류로 진행된 제49차 해외연주는 일본 

후쿠오카지역에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연주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절단의 역할을 했으며, 국외 

합창단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기획연주 
Hymn Festival <The Ship>

월드비전 2012 기획연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The Ship>이 

지난 2012년 1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이번 음악회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영혼을 깨우며,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연주였다. 

1부는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의 전통을 보여주었으며, 2부는 합창뮤지컬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주는 지휘자 윤학원, 영화감독 박제현, 소프라노 석현수 

동문, 이세희 동문 그리고 다문화합창단 아름드리가 함께했다.

2012 교회지도자 콘퍼런스 

2012 월드비전 교회지도자 콘퍼런스는 10월 29일-30일, 1박 2일동안 

평창 한화 휘닉스 파크에서 500여 명의 교회지도자들과 50여 명의 

월드비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째날 주제강연은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가(한국월드비전 이사장), 둘째날 워크숍은 문산침례교회 

김백현(월드비전 파주지회장) 목사가 맡았으며 이 시간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2012 기획연주 <The ship> 

2012 월드비전 교회지도자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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