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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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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된 월드비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 세계의 많은 이웃들이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린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후원자님입니다. 후원자님들의 변치 않는 나눔과 응원에 
월드비전은 성실히 응답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은 국제 NGO로서 더욱 전문화된 사업을 
펼칠 것이며, 행정은 더더욱 투명할 것입니다. 후원 아동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과 
귀한 후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후원자님들이 보다 더 쉽고 면밀히 
알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 및 전문적인 사업 보고와 더불어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가정, 지역 사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이 놀라운 변화의 증거를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도 월드비전은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고,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이철신

한국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월드비전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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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월드비전 서신
2013 월드비전 10대 뉴스
2013 월드비전 10대 뉴스 숫자로 보기
재무보고
국내사업
북한사업
국제개발사업
국제구호사업
옹호사업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교회와의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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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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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lights 
of 2013 2013 월드비전 10대 뉴스

긴급구호 현장, 민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다

아프리카, 
희망의 내일을 보다

백만 명이 함께 하는 
사랑의 동전밭

전국으로 확대된 월드비전 
최대 규모 기아체험

전세계 월드비전 직원, 
한국의 저력과 기술을 배우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2013년 11월, 필리핀 중남부에 상륙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월드비전은 
카테고리 3(전세계 월드비전이 대처 해야하는 
큰 규모의 재난 수준)을 선포하고 즉각 글로벌 
긴급구호팀, 아시아 재난 대응팀을 현장 파견해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월드비전은 피해지역에 
구호물자를 배분하고, 임시 주거지를 지원하며, 아동 
교육 심리 치료소를 운영했다.

2013 제 5회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
2013년 5월 3일~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5회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이 열렸다. 452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약 8억 7천만원의 동전이 
모였다. 동전밭을 통해 모인 모금액 중 5억 7천만원은 
아프리카 희망학교 식수/위생 사업에, 3억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하는 행복 
힐링학교사업에 사용되었다. 

나눔의료협약
월드비전과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협회가 
함께한 ‘나눔의료협약’으로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해외 아동 환자 2명이 한국에 초청 받아 치료를 
받았다. 1호 아동으로 초청된 몽골 아동 네르구이는 
선천적으로 코가 없어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는데 
서울성모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아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2호 아동으로 초청된 
캄보디아 아동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여 동안 회복 
기간을 가진 후 완치되었다. 

희망TVSBS, 희망학교짓기 
월드비전은 희망TVSBS와 희망학교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3년 2월 월드비전 희망원정대 15명과 
최기환 SBS 아나운서가 함께 부룬디를 찾아 부룬디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을 담아 온 영상이 5월, 
정애리 월드비전 친선대사의 앙골라 방문과 배우 
남규리 씨의 르완다 방문 영상이 11월 희망TVSBS를 
통해 방영되었다. 2012년 시작한 희망TVSBS 
아프리카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으로 월드비전은 현재 
부룬디, 말라위 등 8개 나라에서 13개 학교를 
증축 및 건축했다. 

2013 월드비전 기아체험
2013년 11월, 잠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3,000여 명의 참가자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이 열렸다. 
특별히 이번 기아체험은 전국 5개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총 7,000여 명(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희망TVSB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또한 7월, 경기도 육도에서는 
10년만에 부활한 무인도 기아체험이 열렸다. 
무인도 기아체험에는 120여 명의 참가자와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 현지 직원 초청 역량 강화 교육
에티오피아, 부룬디, 잠비아, 우간다,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의 월드비전 현지 직원 20여 명이 5월 
한국월드비전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월드비전 
사업 담당자들과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공유하고, 6월에는 3주 동안 강원도 원주시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식습, 한국 농사 
기술 학습, 리더십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월드비전 직원들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과 기술을 배워 자신의 나라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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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동 환자 초청 치료, 
기적을 선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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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의 64년 역사, 
미래를 말하다

나눔 교육의 초석을 다지다 전세계를 아우르는 
나눔 행진

후원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다

한국월드비전 밥 피어스-한경직 기념홀 준공
월드비전을 있게 한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의 뜻을 알리기 위한 기념홀이 9월 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문을 열었다. 기념홀은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의 한국전쟁 직후 
초기 활동부터 1971년대와 1980년대 사업, 
1990년대 이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되는 과정 등 한국월드비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기념홀 건립 공사 비용은 한경직 목사가 
마지막까지 시무한 영락교회에서 전액 지원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교육기부대상 수상
2013년 12월 16일,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이 
교육부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구 공동 현안에 대해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월드비전은 30만여 명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다. 

EBS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월드비전과 EBS가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돕기 위해 기획한 ‘EBS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이 
2013년 한 해 동안 53회 방영되었다. 매주 
방송되어 시청자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을 통해 
12,170건의 정기후원신청이 이루어졌으며 후원금은 
해외특별사업과 긴급구호사업에 지원되었다. 

‘마이월드비전’ 런칭
2013년 11월, 월드비전은 인터넷으로 후원아동을 
만나고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마이월드비전’ 서비스를 오픈했다. 
후원자들은 매년 아동이 성장하는 모습과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고 받은 편지들도 
손쉽게 볼 수 있다. ‘마이월드비전’ 서비스는 컴퓨터나 
태블릿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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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동전밭 희망TVSBS

참여 자원봉사자 방송횟수

모금액

방문국가

1,569,759,350 원

사용액 사용액

지역개발사업
부룬디 식수 및 식량안보 사업/루타나 산모병동 사업, 남부 앙골라 
가뭄대응 농업 사업

학교건축사업
부룬디 루레게야 초등학교/가사쿠자 초등학교/성주 은다바 초등학교, 
케냐 롤띠아밀로이 초등학교/마이시키리아 초등학교/메또 초등학교 
기숙사, 니제르 마카론디 초등학교, 르완다 하니카 초등학교, 남수단 
마드홀 초등학교 

The Highlights 
of 2013

452 명

870,000,000 원

아프리카 희망학교 식수 위생 사업

570,000,000 원

지역개발사업

504,354,253 원

학교건축사업

1,054,836,723 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행복힐링학교사업

300,000,000 원

3 회 3 개국(부룬디, 르완다, 앙골라)

모금액

2015년도 사업진행비

10,568,374 원

숫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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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횟수

참여 학생

참여 학교

7,564 건

359,060 명

965 개교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학교 참여 학생 나눔 활동 모금액

혜택 국가

5,100,000,000 원

20 개국

해외사업

학교 건축

32 개

우물 설치

3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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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한영회계법인 및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습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기업 및 자선단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BBB의 20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Accredited Charity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세계 5,400개 이상의 자선단체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Charity Navigator에서 별 4개(최상위 등급)를 받았습니다.

영국의회가 창설한 비영리연구기관 One World Trust의 
세계책임성 보고서(Global Accountability Report)에서 
국제 NGO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단체와 NGO 가운데 최초로 호암상 
사회복지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후원자들에게 투명한 조직운영과 후원금 사용 자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Financial 
Highlights 2013 재무보고

수입

국내아동후원금

해외아동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사업 후원금

희망TVSBS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정부기관 등 사업 후원금

선물후원

기증물품(GIK)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사업수입

기타수입

2013년 사업준비금

항목 내용 금액 (원)

16,003,789,147 

108,500,936,700 

36,376,048,500 

1,569,759,350 

4,469,150,950 

2,481,694,090 

2,107,441,866 

456,777,350 

13,393,044,663 

5,659,698,254 

3,121,534,340 

19,835,555,222

 총수입 : 213,975,430,432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이 국내·외 사업지원을 위해 내는 후원금, 

사랑의 빵, 인터넷 모금, 희망의 선물, 복지관 지정후원 등

희망TVSBS 모금후원금

긴급구호, 재해발생시 구호 후원금

코이카, 통일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사업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국내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비 지원

지부 및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

재단 및 이자수입 등

2013년 사업준비를 위한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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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국내사업

 

북한사업

 

해외사업

옹호사업

 

후원사업

교회와의 협력사업

기타 지원사업

시설비 및 임대사업

사무비

차년도 사업준비금

항목 내용 금액 (원)

  21,054,122,886 

  12,870,001,013 

  3,671,139,557 

  3,056,008,726 

  2,284,736,085 

  1,778,310,061 

  1,470,145,428 

  1,014,440,006 

  181,993,898 

  47,380,897,660 

  993,547,050 

  270,279,230 

  118,412,313 

  1,382,238,593 

17,810,126,578 

7,790,756,212 

1,836,628,803 

4,657,020,425 

14,237,598,487 

3,632,602,927 

3,522,684,856 

25,836,093,744 

642,231,172

2,021,960,758 

  1,559,190,976   

22,742,377,146

  106,289,272,084 

  694,249,167 

  106,839,859 

  2,031,694 

  803,120,720 

  13,135,057,155 

  167,086,233 

  2,684,014,101 

  1,597,138,938 

  12,116,158,047 

28,420,446,901

 총지출 : 213,975,430,432

개발사업(복지관 등 지원)

후원아동 지원사업

CBS 수호천사 등 방송사례 및 희망의 선물, 기업지원 나눔사업

위기아동 지원, 꿈꾸는아이들 지원 , 아동권리, 행복힐링학교 지원, 비전 지원 사업 

사랑의 도시락 나눔, 꽃때말 공부방

지역 지원, 국내긴급구호 지원

문화사업(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선물후원,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GIK)

기타사업

소계

채소품종개량사업,채종기술자 연수 및 과수

북한 구호사업

기타

소계

교육사업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식수위생사업

보건영양사업

소득증대사업

옹호관련사업

후원아동사업

아동보호

선물후원, 기업·개인이 기증하는 물품(GIK)

희망TVSBS 학교건축사업, 지역개발사업

기타(다중영역, 환경, 장애 등)

소계

세계시민교육

CHN(아동보건캠패인)

기타

소계

후원캠페인, 후원서비스

한국교회의 사회적 나눔을 위한 교회지도자 캠페인, 교회모금 캠페인 등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홍보, IT, 감사

사업장개소 및 보수, 임대수익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2015년 1, 2월 집행예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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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출 비율 (단위 %)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사업 후원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사업수입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정부기관 등 사업 후원금

선물후원

희망TVSBS

기증물품(GIK)

2013년 사업준비금

해외/옹호사업

국내/북한사업

후원사업

교회와의 협력사업

기타 지원사업

시설비 및 임대사업

사무비

2015년 1, 2월 집행예정사업비

51
17

7
6
3
2
2
1
1

0.9
0.1

9

50
23

6
0.1

1
0.9

6
13

수입 (단위 %) 지출 (단위 %)

해외사업비

식수위생사업

4
소득증대사업

3
옹호관련사업

3
희망TVSBS 학교건축, 

지역개발사업

2
선물후원, 기업·개인이 
기증하는 물품(GIK)

2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2
아동보호

1

교육사업

17
보건영양사업

14

후원아동사업

24
기타(다중영역, 환경, 장애 등)

21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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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비

북한 구호사업

19

CHN(아동보건캠패인)

13.3

기타

9

기타

0.3

북한사업비 옹호사업비

후원아동 지원사업

27

개발사업
(복지관 등 지원)

44.5

CBS 수호천사 등 방송사례 및 
희망의 선물, 기업지원 나눔사업

8

사랑의 도시락 나눔, 
꽃때말 공부방

5

위기아동 지원, 꿈꾸는
아이들 지원 , 아동권리, 행복
힐링학교 지원, 비전 지원 사업 

6

지역 지원, 
국내긴급구호 지원

4

기타사업

0.4

선물후원, 기업·개인이 
기증하는 물품(GIK)

2.1

문화사업(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3

채소품종개량사업,
채종기술자 연수 및 과수

72

세계시민교육

86.4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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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의 국내사업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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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다. 

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가정개발센터 12개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11개소, 

꽃때말 공부방 4개소,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1개소, 

시설지원사업 68개소, 아동비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Domestic 
Ministry 국내사업

Dream School 2기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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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국내사업장 주요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정개발센터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아동비전센터

꽃때말공부방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설지원사업

사업구분 사업내용 이용인원 (명)

          1,327,946 

238,770

107,419

582,069

200

40,631

12,333

2,199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든든한 부모되기사업,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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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인식개선 및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주간보호소 운영 

도시 지역 저소득 가정 중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및 아동들에게 든든한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담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 5일 도시락 제공 및 설, 추석, 성탄특식지원, 위생적인 도시락 제작을 위한 도시락 기자재 및 

환경 개선지원, 결식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요리교실프로그램 진행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지지를 받고 보다 넓은 세계로 확장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꿈꾸고, 도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진로발달단계별 프로그램 및 자원을 지원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특별활동(악기, 요리 등) 프로그램 진행.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활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진행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환경 및 정책개선을 위한 캠페인, 포럼 진행

총 68개(영아5개, 육아46개, 모자8개, 장애 9개)시설 아동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01  천안가정개발센터 비전캠프. 비전캠프는 아이들이 성공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스스로 꿈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비전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강의, 과제 등 활동에 

참여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02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추석 특식 지원. 전국 11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 약 2,300여 개의 특식을 제작하여 지원했다.

01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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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만성적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1세~24세)에게 최소30만원~최대5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재해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 온라인캠페인    2012년 이어 2회째 
실시한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위한 온라인캠페인(575개 
학급, 319개 학교, 16,252명 참여). 기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실천활동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동권리정책포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아동,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규모조사연구를 
전국 11개 지역에서 아동, 부모, 교사, 전문 기관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지역(부산, 성남, 
대전, 인천, 춘천, 동해, 정읍, 서울)에서 아동권리정책포럼을 
실시했으며 이를 아우르는 전국아동권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지역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교육, 모니터링,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캠페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아동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시민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전개했다. 

비전디자이너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을 길러주는 프로젝트로  자아탐색프로그램, 
비전캠프, 비전원정대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보호자교육 
및 모임을 진행하였고, 학교선생님, 전문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희망날개클럽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였다. 

희망날개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대학교 신입생에게 첫 등록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꿈을 향한 노력들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생계비 지원    공과금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통해 아동 가정이 
단전, 단수 등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총 125건).
의료비 지원    아동과 아동의 주 양육자에 대한 시급한 
입원치료수술비, 심리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 가정이 
신속하게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총 169건).
주거비 지원    주거비 미납,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아동 
가정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왔다(총 154건).
재해 지원    재해(화재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 가정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총 3건).

2. 2013년 국내사업 세부활동

아동권리사업 

꿈꾸는 아이들위기아동지원사업

— 이용인원 : 84명 / 사업비 : 223,400,000원

— 이용인원 : 193 명 / 사업비 : 175,628,000 원

— 이용인원 : 221명 / 사업비 : 332,499,975원

— 지원건수 : 451건 / 사업비 : 753,070,298원

— 참여인원 : 38,014명 / 사업비 : 302,387,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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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 

신목초등학교 학급

02  2013 월드비전 아동권리정책포럼 '행복한 

학교를 위한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과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03  가수, 기타리스트, 작사·작곡가를 꿈꾸는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기 위한 2013 

희망날개엔터테이너 클럽 면접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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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전국 월드비전 축구동아리 
10개 팀, 300명이 모여 축구동아리 연합캠프를 진행했다. 
연합캠프에 참여한 축구동아리 아동들은 히딩크 재단 코칭 
프로그램, 공동체 훈련, 친선경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체력과 정신을 더욱 건강히 다졌다. 

SK, 한화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긴급구호키트 
3,000개를 제작했으며 7월 춘천 수해 지역의 300가정에 
긴급구호키트를 지원했다.

드림스쿨    서울, 인천, 군산, 창원 지역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 112명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112명이 멘토로 참여하여 
발대식, 전문멘토 강연, 여름캠프, 대학교 탐방, 직업인 인터뷰,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GS 그린쉐어링    저소득 가정의 환경성질환 치료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참여한 13명 아동의 아토피 중증도가 감소되었고 
실내환경부유세균 정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3개 전문기관(GS 
7개 계열사, 자이서비스, 삼성서울병원)의 전문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극대화 모델링이 되었다.

한화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2013년 사회복지시설 
30곳에 무료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전기료를 절감하여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희망날개LG 디스플레이 클럽    예체능 분야의 꿈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의 꿈을 지지, 격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총 11명의 꿈돌이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며 태권도, 배드민턴, 하키, 가야금, 판소리, 도예, 
애니메이션, 미술, 제과제빵, 인테리어 디자이너, 캐릭터 
일러스트의 꿈을 지닌 11명의 꿈돌이들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희망날개 커커클럽    ㈜커커 후원으로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였다. 아동들이 헤어쇼, 캠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였다.

국내긴급구호

기업협력사업축구동아리

— 참여인원 : 아동 13명, 지역아동센터 4곳 / 

사업비 : 288,836,549원

— 참여인원 : 아동 112명, 멘토 112명 / 사업비 : 700,000,000원 

— 참여인원 : 11명 / 사업비 : 57,503,550원

— 참여인원 : 아동 16명 / 사업비 : 16,226,330원 

— 참여시설 : 30개소 / 사업비 : 980,965,124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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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3년 8월 개최된 축구동아리 연합캠프

02  한화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전달식

03  GS건설 자이봉사단의 아토피 중증 아동 가정 

환경개선 공사

04  SK 후원으로 춘천 수해 지역 긴급구호키트 지원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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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예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북한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성 영양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 식량(식품 다양성), 

보건의료, 영양 등의 복합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월드비전은 

식량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농업 기술 

교류와 연구,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북한 농촌마을의 지역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제월드비전이 한국월드비전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국제월드비전은 춘궁기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과 주민을 위해 긴급 식량 

밀가루 200톤,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 농업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물자를 지원했다.

DPRK 
Ministry 북한사업

월드비전이 지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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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식량 지원 2. 농업개발사업

3.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

01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채종 연수단

춘궁기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평안북도 
신의주, 용천군 내 육아원, 애육원 등 7개 시설과 황해남도 강령군 
삼봉리와 황해북도 봉산군 구연리 등 6개 농촌마을에 밀가루 
200톤을 지원하였다. 6월, 국제월드비전은 밀가루 배분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물인 감자의 효율적 
재배를 위한 씨감자생산사업과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품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채소, 과수 등 주곡 외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월드비전에서는 9개 
농업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물자를 지원했다.

2009년부터 월드비전은 북한 농업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농업기술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기(4명, 
2008~2009), 2기(5명, 2010~2011), 3기(6명, 2012~2013) 
훈련생을 배출했으며 2기부터는 국제월드비전이 주도하여 교육을 
진행 중이다. 3기 연수단은 채소 종자 생산에 대한 모든 이론 
교육과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전파하여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사업비 : 150,000,000원 / 사업지역: 평안북도 신의주, 용천군, 

황해남도 강령군 삼봉리, 삼천군 연평리, 재령군 벽산리, 황해북도 

봉산군 구연리, 천덕리, 연탄군 도치리 

— 사업비 : 769,189,200원 / 사업장 :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함경남도 함흥, 평양 농업과학원, 평안남도 

숙천, 평양 만경대, 두루섬, 미림 등 

— 사업비 : 168,357,600원 / 사업장 : 중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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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해외아동후원금으로 후원아동이 사는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 주민의 온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 직후 불안정한 지역 상황으로 인해 

통합적 지역개발이 필요할 경우, 도시화, 세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특정한 분야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특정분야에 보다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특별사업을 실시한다. 

2013년에도 월드비전은 교육, 식수, 보건, 식량, 보건, 

HIV/AIDS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업을 진행했다. 

International 
Ministry 국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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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신축된 콩고민주공화국 풍구루메 지역 
물룽가 초등학교 교실

풍구루메 지역에 거주하는 약 8,224명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아동들의 초등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7개월 
동안 풍구루메 지역 물룽가 초등학교에 교실 3개, 사무실1개, 
화장실 3개를 신축하여 이 지역에 사는 6세~12세 아동 
423명(여아: 156명, 남아: 267명)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결석률 
감소, 학구열 증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병률이 감소되었다.

식수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취약한 
마람브야 지역 아동을 위하여 안전한 식수 공급, 관개 시설 
확보를 통한 개인 보건 위생과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식수탱크 6대, 관개수 저장 탱크 1대를 설치하여 마람브야 지역 
494가구 중 445 가구는 400미터 이내, 49가구는 8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관개 수로 
건설로 우기·건기 모두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수 
및 관개 시설 건축은 아동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건강한 
보건위생 상태를 선물했다. 나아가 농작물 생산 증가는 아동과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 다양화 및 
개선방법(비료 관리, 퇴비 제조, 병충해 관리, 종자 선별법, 
채소의 영양 가치 등) 전수 교육이 병행되었다. 교육 결과, 
320명의 농부가 자신의 농경지에 사용할 비료와 퇴비의 
적절한 사용법을 익혔다. 또한 채소 재배 교육과 종자를 
지원 받은 20명의 농업 지도자 가운데 15명이 훈련 대로 
파종하여 가정에서 소비할 채소와 시장에 판매할 채소를 모두 
재배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위생시설 개선 
교육에 35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마람브야 지역 내 수인성 
질병(설사, 회충 등)이 24%에서 12%로 점차 감소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풍구루메 지역 물룽가 초등학교 건축사업

부룬디 킨잔자 식수 및 식량안보 사업

— 1차년도 사업비 : USD 94,117

— 1차년도 사업비 : USD 100,000 /

2차년도 사업비 : USD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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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스리랑카 동부 지역은 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특별히 경작지와 관개시설, 농산품 가공 공장과 
상점의 파괴로 농어민의 삶은 큰 타격을 입었다. 월드비전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지원 사업으로 스리랑카 동부 바하라이 
지역 식량안보 사업을 3년간 진행 중이다. 사업 1차년도인 
2013년에는 텃밭 300여 개 지원, 저수지 1개 보수, 공동농장 3동 
설립을 지원했다. 

베트남 트라미의 트라 누, 트라 콧, 트라 기앞 마을은 트라미 
내에서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여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 위생시설로의 접근 정도가 
10~23% 로 매우 낮아 야외배변이 성행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습관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역주도의 총체적 위생사업(Community-Led Total 
Sanitation: 지역주민이 야외배변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인식) 방식을 통해 
위생 및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식수시설 및 화장실을 건축했다. 그 결과, 트라미 
지역 3개 마을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보건 및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다.

캄보디아 상큼트머이 지역의 아동들은 식량 부족과 보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아동 사망율이 높고, 영양 결핍과 이에 따른 
발육부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역 내 모자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26명의 산파를 대상으로 산전, 출산, 산후 케어 
트레이닝을 4회 진행하였으며 마을보건지원모임 29곳에서 영양· 
영양실조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를 제공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역 
모든 임산부 및 출산 유경험 여성들과 6~24개월 사이의 영아들을 
마을 센터에 등록시켜 보건센터로부터 파상풍 백신, 철분, 엽산, 
구충제, 비타민A 섭취를 적절할 때 제공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다. 주민 2,603명(여성: 2,129명)에게는 보건센터의 산전 
및 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 장점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내 
모자보건상태 개선에 기여하였다.

2. 아시아

캄보디아 상큼트머이 모자보건사업 스리랑카 바하라이 지역 친환경 농업 및 식량안보 사업

베트남 트라미 식수사업

— 1차년도 사업비 : USD 136,780(한국국제협력단 

지원금 : USD 136,780) / 1차년도 대상자 : 340가구

— 사업비 : USD 33,333 / 대상자 : 마을주민 2,830명 

— 사업비 : USD 50,000 / 대상자 : 10,000명(여아 

2,070명, 남아 1,682명, 여성 4,968명, 남성 1,280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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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캄보디아 상큼트머이 지역 보건센터에 약품 보급

02  베트남 트라미 지역에 설치된 식수시설

03  베트남 트라미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주도의 

총체적 위생사업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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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기근, 재난, 분쟁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최대한 빨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감, 긴급구호, 재건복구의 3대 사업을 통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전세계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지원하는 

긴급식량위기 대응 사업, 빈곤과 내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umanitarian 
& Emergency 
Affairs 국제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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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이옌 태풍 피해 지역에서 
긴급구호 물자를 배분하고 있는 월드비전

World Vision Korea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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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9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중국 쓰촨 지역에 2013년 4월 또다시 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13,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피해자에게 식량과 비식량 물자, 아동교육심리치료소, 교육, 
무너진 기반시설 재건을 지원했다. 

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메마른 땅 남수단 톤즈 지역에 망고와 
커스타드, 구아바 묘목 등의 과실수와 양묘장 조성을 지원하여 
농부들이 지속적인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랜 기간 소말리아의 소말리랜드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할례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구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할례(소말리아 여성 인구 중 98% 할례 경험)와 
폭력에 노출된 소말리아 여성들에게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고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울 지역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월드비전은 2011년부터 
식수위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식수펌프설치, 
위생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46%에서 79%로 향상되었다.

‘분쟁광물’과 ‘소년병’의 나라 콩고는 2012년 11월에 다시 
시작된 내전으로 약 14만 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다. 
동콩고 고마 지역 난민캠프를 대상으로 긴급히 식량(콩, 
옥수수, 소금 등)과 비식량 물자(방수포, 모기장, 식기세트, 
담요 등)를 지원하였다.

장기적인 내전으로 국가 전체가 피폐해져 있는 아프카니스탄 
헤라 지역에서 월드비전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모자보건 의식개선 및 안전한 출산 교육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을 2년째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리아에서는 2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내전을 피해 
레바논과 요르단으로 넘어온 난민들과 아직도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국내유민들을 위해 식량과 비식량 물자, 식수 및 위생시설, 
아동교육심리치료소와 교육을 지원했다.

2013년 11월 8일 수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5,670명이 
숨지고 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피해발생 
직후 현장 피해조사를 시작으로 긴급구호 사업에 착수했으며 
91,188 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을 지급하고 식수 및 위생, 
비식량 물자, 긴급거주 키트 지원, 아동교육심리치료소 조성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말라위의 장기화된 가뭄과 식량가격 상승으로 중남부 지역에 
160만여 명이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 식량 및 생계지원 물자 배급 등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있다.

1. 재난대응사업 2. 취약국가 지원사업 

중국 쓰촨성 지진 긴급구호 남수단 톤즈 지역 과실수 지원사업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여성보건 지원사업

북부 우간다 울 지역 식수위생사업

동콩고 고마 지역 식량 및 비식량물자 지원사업

아프카니스탄 헤라 지역 모자보건사업

시리아 긴급구호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말라위 식량위기대응 긴급구호

— 사업비 : USD 289,084(한국지원 USD 50,000 포함) / 

대상자 : 32,667명

— 사업비 : USD 150,500 / 대상자 : 지역주민 3,000명

—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여성질환 피해자(41명) 

및 교육활동 참가자(3,780명)

—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2,400여 명

— 사업비 : USD 177,415 / 대상자 : 총 185,009명

— 사업비 : USD 100,000 / 대상자 : 1,239명 

— 사업비 : USD 71,900,000(한국지원 USD 504,895 

포함) / 대상자 : 297,248명

— 사업비 : USD 36,331,618 (한국지원 USD 500,000 

포함) / 대상자 : 445,940명

— 사업비 : USD 85,927 / 대상자 : 53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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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NGO 협력 파트너로서 
매 해 전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식량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10월 부룬디 학교급식사업을 시작으로 
WFP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11개국(수단, 남수단, 
말리, 소말리아, 니제르, 우간다, 차드, 미얀마, 동콩고, 말라위, 
짐바브웨)에서  32개의 식량사업(긴급식량지원, 영양식 제공, 텃밭 지원, 
학교급식 지원, 영양실조 예방사업, 식량을 활용한 생계 및 농업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20여 년간 우간다 정부군과 ‘신의 저항군’으로 불리는 
무장세력의 오랜 내전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져 생계가 끊기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을 위해 농업, 교육, 
영양개선, 아동사회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합적 
지역재건사업을 실시하였다.

수단 내에서 발생한 지역 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수단 
국내피난민캠프의 주민들을 위하여 식수위생, 교육, 여성을 위한 
소득창출, 보건사업 등의 통합적 지역재건사업을 실시하였다. 

3. UNWFP협력 해외식량위기지원사업 4. 외부협력사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북부 우간다 울 지역 재건사업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수단 마요 지역 재건사업

— 사업비 : USD 150,500 / 대상자 : 지역주민 3,000명

— 사업비 : USD 594,112

— 사업비 : USD 266,944 / 대상자 : 72,144명

01

02

01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해 

레바논 베카에 조성된 아동교육센터

02  토로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개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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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수단

요르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간다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라위

스와질란드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레바논 / 시리아
예루살렘 서안 가자지구

파키스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니제르

차드

말리

시에라리온

세네갈

가나 남수단

Global 
Network 국제사업현황

지역 사업장국가

90
72
44
20
53
64
22
11

376

9
7
6
5
6
6
7

46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남미

동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중동/동유럽

국제/지역사무소

합계

Asia
동아시아 남아시아 / 태평양사업장 수 사업장 수

11

1

12

8

7

14

21

16

3

3

5

16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Africa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사업장 수 사업장 수 사업장 수

12

17

13

10

3

4

1

6

24

2

28

15

6

6

13

2

2

14

6

8

4

10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가나

말리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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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수단

요르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간다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라위

스와질란드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레바논 / 시리아
예루살렘 서안 가자지구

파키스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니제르

차드

말리

시에라리온

세네갈

가나 남수단

Latin 
America
중남미 사업장 수

9

1

5

2

3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Middle East / 
Eastern Europe
중동/동유럽 사업장 수

1

3

7

8

1

1

1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예루살렘 서안 가자지구

요르단

레바논/시리아

파키스탄

2013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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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옹호사업을 통해 지구마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의와 인권을 부인하는 정책, 제도, 관습,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 구호사업과 더불어 구조적,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월드비전의 옹호사업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을 

억누르는 사회 구조와 관습, 제도,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Advocacy 옹호사업

아동이 거래되어 착취당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 강남역과 신논혁역 
일대에서 진행된 거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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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호캠페인 : 
글로벌아동보건캠페인 ‘Child Health 
Now ‐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2. 옹호캠페인 : 
아동노예반대캠페인 ‘ACT’(Against 
Child Trafficking & Labor)

3. 정책활동 : 
2013 월드비전 보건 ODA  포럼 개최

‘Child Health Now ‐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이하 CHN) ’는 
영양부족, 폐렴, 설사 등과 같이 간단한 조치만으로 쉽게 예방 또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전세계 5세 미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4, 5번 달성에 기여하고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는 
월드비전의 글로벌 아동보건 캠페인이다. 2013년은 캠페인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축적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더욱 의미 있는 영향력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아동보건의 실태를 알리고 우리 
정부가 전세계 5세 미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또한 정책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발간한 2건의 보고서(The Killer Gap, Within 
Reach)는 아동보건을 건강권 실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9월부터는 'Close the Gap'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건강불평등을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2010년 캠페인 시작 첫 해 880만 
명 수준이던 전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월드비전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현재 6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3년 12월 2일, 세계노예제철폐의 날을 기념해 
아동노예반대캠페인 ‘ACT ’를 론칭하였다. ACT 캠페인은 
‘2016년까지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실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캠페인 론칭 당일에는 대학생 캠페이너들과 함께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일대에서 아동이 거래되어 착취당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경향신문과 
함께 아동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의 태국, 
미얀마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취재하였고, 이 내용은 총 3회 
분량의 기획기사로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국월드비전은 2013년 12월 10일 보건 ODA 포럼,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 보건 
ODA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모색’을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여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의 보건 
ODA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모두의 
동의 아래 한국 정부의 보건 ODA가 이 분야에 집중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뒷받침 한다면 보다 많은 산모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내용 참가자 (명)

5,616

7,194

CHN 홈페이지(www.wvadvocacy.or.kr)를 

통한 청원활동

월드비전 본부 및 지부에서 진행한 

CHN 캠페인을 통한 청원활동

01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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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지구촌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알린다. 2013년에는 

월드비전 세계어린이합창제와 기획연주, 합창뮤지컬 ‘굿모닝 

피니아스’를 통해 월드비전의 사랑, 희망,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히 8월에는 필리핀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민속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1. 월드비전 2013 
세계어린이합창제 개최

2. 필리핀 국제합창경연대회 
민속음악부문 대상수상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2013 필리핀 국제합창경연대회 
민속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한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8월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안드레아 베네라시온 국제합창페스티벌 2013(Andrea O. 
Veneracio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에서 민속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반주합창곡 “한강수타령”(이현철 상임작곡가 
편곡)을 연주하여 11개 참가팀 중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여 국제 무대에서 한국 합창음악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받은 우승상금 3,000달러는 필리핀월드비전을 통해 
마닐라 대홍수 긴급구호사업에 기부하였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7월 27일~8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A Voice for the Voiceless’(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월드비전 2013 세계어린이합창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합창제는 5개국 6개 팀의 정상급 
어린이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이 참가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음악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합창제 
수익금 일부를 식수지원사업에 지원하여 더욱 뜻 깊은 축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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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이웃들의 

변화를 위해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와의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Christian 
Commitments 교회와의 협력사업

2013 교회지도자 
컨퍼런스

2013 교회지도자 컨퍼런스는 11월 4일~5일, ’치유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500여 명의 교회지도자들과 50여 명의 월드비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가 ‘치유’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맡았으며 ‘교회와 함께하는 월드비전’ 강의, CHN(Child 
Health Now) 소개를 통해 이 시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치유’를 주제로 진행된 2013 
교회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해 500여 명의 
교회지도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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