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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보내야 하는 요즘, 후원자님의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월드비전이 7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제가 9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 9년간 한국월드비전의 수장으로서, 전쟁·재난·질병을 겪으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져버린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일상을 되찾아가는
아이들도 보았지요. 그때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 절정으로 치닫던 늦겨울, 반가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4000장이
도착한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에 대해 국경을 닫을 때, 월드비전 수혜지역 주민들이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보내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것처럼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를 도울 방법을 연구하여 만든 귀한 마스크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증표이자, 월드비전이 전하고 싶은 후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 다시 월드비전에 전해지기까지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월드비전은 1950년부터 가장 힘들고 취약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70년간 현장에서
쌓은 숱한 경험은 어떠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고,
한국월드비전은 전 세계 33개국에서 사업을 펼치며 40만 명의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명실상부한 국제 NGO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었듯,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아 월드비전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월드비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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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문을 닫을 때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도착한 4000장의 마스크.
당신이 베푼 선한 나눔은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나눔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한 마음을 전하면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후원의 선순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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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70년간의 선한 영향력,
마스크가 되어 돌아오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구호사업을 시작해 평생을 헌신한 밥 피어스.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간 일생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월드비전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돌본 지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전 세계 2억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의 시작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었다. 글 김보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월드비전

2020년 2월, 대한민국은 전쟁터에 있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100개국 이상이 아예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불안과 경계 속에 마음 시리던 어느 날, 잠비아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마스크 15장이 들어 있었다. 잠비아 현지 주민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온 것이다. ‘매번 도움을 주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월드비전 직원들은 뭉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간의 노력에 뜻하지 않게 보답을 받은 것 같았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마스크를 만드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모양도, 크기도
가지각색이지만 부족한 시간을 쪼개고 정성을 기울여 한 땀 한 땀 만든 마스크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했다.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다. 잠비아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한국에
보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 르완다·케냐·탄자니아·미얀마·몽골 등 아시아,
아프리카 10개국에서 마스크 4000장을 연이어 보내온 것이다. 월드비전이 현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한 재봉틀과 재봉 훈련이 마스크가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사실, 나눔으로써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아가고 있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던 선한 영향력을 마스크로 증명해준 것은
아닐까?
작은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 선한 영향력은 돌고 돌아
반드시 돌아온다. 월드비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 한국 후원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가나 판테아크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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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스크를
보내는 이유

미얀마
한국이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걱정돼요.
저의 후원자님은 괜찮으시겠죠? 저희를 도와주시는
보답으로 엄마와 마을 아주머니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마스크에는

보냈습니다. 정말 기뻐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초(미얀마 피지다곤 후원아동)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저 편지를
통해 마주했던 후원자를 위해 정성껏
마스크를 만든 전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르완다

케냐
한국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후원자를 위해서

마스크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마스크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죠. 후원자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후원자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들었어요. 저희 노력이 한국 후원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사라져, 다시 건강한 날들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심파오(케냐 오실리기 여성협회 회원)

무만다이센가나(르완다 우부뭬 재봉 협동조합 회원)

잠비아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만큼 다 돌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한국 후원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돕고,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페트리샤(잠비아 마노마불란와 여성협회 회원)

가나
한국 후원자들이 우물을 선물해주고,
학교도 지어줬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부룬디

탄자니아

마스크 만드는 일에 동참했어요. 늘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재봉틀도

한국 후원자분들이 저희 마을을 정말 많이

저희를 도와주는 한국 후원자를 도울 수

후원해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도와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건 어려웠지만, 저희도

있어서 뿌듯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은

한국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기뻐요. 제가 만든

만큼 우리도 돕는 것이 당연해요.

끝나 모든 한국 후원자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가 행복과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라(가나 판테아크와 사업장 아동클럽 회원)

은센기마나(부룬디 킨잔자 지역주민)

누루아나(탄자니아 은다바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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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케냐

핑***미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감동적이네요. 보내주신
분들의 나라도, 우리도 부디 코로나19
를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from 탄자니아

from 잠비아

from 에스와티니

파***링 아프리카 친구들, 감사 감사!
코끝이 찡하고 눈물 나네요. 각박한
세상에 모처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K***gy 어이쿠! 옷 만들 옷감으로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인 아프리카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네요.

사람들. 아프리카 최고! 컬러풀한 마스크

부족한 살림에도 도움 받은 걸 갚겠다는

쓰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IN*S 세상에! 어떤 마스크보다 귀합니다.

장*현 순박하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

Mari***e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결코

아프리카에서 전해온 마음 덕분에 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스크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 주름을 꼼꼼하게

시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잡고 정성스럽게 꿰매어 마스크를

멋진 아프리카 친구들.

완성했더라고요. 그것도 그 나라 고유의
무늬 옷감으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 10개국. 다시 수천, 수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가 되어 돌아갈 겁니다.

from 몽골

감사한 마음, 잊지 않을게요!

J*K 저만 그런가요? 아침부터 코끝이
from 베트남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네요. 감사합니다.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한 마스크는 코로나 피해가 가장

따뜻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전해집니다.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 월드비전 후원자 가운데 마스크를

건강 잘 챙기시고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

보내온 10개국 후원자를 중심으로 전달됐다.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또한 소셜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마스크 소식을 접한

고맙습니다.

from 가나

from 르완다

후원자들은 월드비전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원자들이 보내온 소셜미디어 인증
사진과 미디어를 통해 마스크 이야기를 듣고 댓글로 전해온
감사 인사를 공유한다.

mi**ju 월드비전을 통해 세계 각 빈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껏 뿌려온

자립을 도운 것이 작은 열매로 돌아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돌아오는 것

왔네요. 한국은 어려워도 항상 남을
돕는 나라입니다. 이 어려움도 함께

같아요. 무언가 바라고 도운 게 아닌데,
from 부룬디

08

Wo***e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게 되니 더욱 감사하네요.

from 미얀마

이겨냅시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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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후원자
마음을 받고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돌려주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박상원 친선대사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마스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지고 힘이 됩니다.

이상엽 후원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 코로나19를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최강희 홍보대사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무언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하네요.

샘오취리 후원자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김효진 홍보대사
미얀마에서 한국을 이웃으로
생각해주시고 직접 마스크를
보내주신 마음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광기 홍보대사
이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정애리 친선대사
이건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뜨거운 마음을 담은
감사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눈물이 났어요.
옷 지어 입으라고 사드린 재봉틀이
우리를 돕는 데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균이 걸러지면 어떻고, 안 걸러지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마음을 전해준 아이들과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김혜자 친선대사

정겨운 후원자
잠비아에서 온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이 힘든 상황을 다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10

박정아 홍보대사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대환 후원자
마스크를 받아보니 나눔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혜진 홍보대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정성과 사랑이 참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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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M.A.S.K
우리가 70년 동안 전 세계에 펼친 나눔을 알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마스크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보내온 마음에 보답하고자 월드비전은 월드이즈원(World is One)

않아 아프리카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첫 번째 여정으로 후원자와 아프리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프리카와

아이들을 지키는 월드비전 MASK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아시아 취약국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통한 후원금은 M.A.S.K사업*에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쇄도했다. 이에 한국월드비전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후원자에게는 아프리카 면으로 만든

마스크를 보내온 나라에 사랑을

마스크를 선물했다. 후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첫 번째 캠페인을

돌려주기 위해 ‘월드이즈원(World is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One)’ 캠페인을 론칭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알리고,

*M.A.S.K 사업이란?

삶이 위태로운 전 세계 취약국 아이들을

Meal식량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영양개선 지원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지킨다.

Thanks

Aqua물 마실 물이 없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전해진 마스크 이야기는 뉴스와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예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코로나로 지친 많은

Knowledge교육 생애 발달주기에 맞는 아동 교육 지원으로

사람을 위로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대구·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다.

Sanitation위생 손씻기 등 보건위생교육과 시설 구축으로

경북지역 후원자들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연예인들이 감사인사를 전해왔다.

World is One
7월 9일 MBC와 함께 진행하는
‘WORLD IS ONE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접점에서
월드이즈원(World is One)
캠페인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이로써

15 → 4000

나눔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2020년 2월, 잠비아에서 마스크 15장을 보내온 것을

월드비전 후원자들에게 증명할

시작으로 전 세계 10개국 월드비전에서 출발한 마스크

것이다. 지금도 세상은 당신 덕분에

4000장이 도착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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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자립마을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은 달라야 하기에!
아프리카·아시아 10개국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온
배경에는 월드비전의 소득증대사업이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생계 수단 지원, 기술 훈련,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소득증대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주민과 아동이 자립해 어떠한 외부 위험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지켜내는 힘을 길러주는 국제 사업은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글 김보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월드비전

아동이 사는 마을의 자립을 돕는 월드비전 소득증대사업
생계 수단 지원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극심한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2~3년 동안 기본 생계 수단을 지원한다. 재봉·양봉·농업·
축산·전통 공예품 제작 등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한다. 가정에
경제적 자립 수단을 제공해 아동을 돌볼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다.

높은 소득, 사업 성장 교육
재봉·농업·축산·수공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지원한다. 경제
교육, 저축그룹을 통한 대출, 시장 유통 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마을이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역사회와 협업한다. 마을 단위 저축·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다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든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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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마을을 꿈꾸며

당신이 단 한 명의 아이를
책임지고 돕는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순 없어도
한 사람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70년간 전 세계
아동을 돌보며, 한 아이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케빈 젠킨스 前 국제월드비전 총재

월드비전의 도움 없이도 주민
스스로 아이를 돌보고 지키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한국월드비전의 해외사업이 시작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16개 마을
아이들이 월드비전 없이도 먹고
배우고, 스스로 살아가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3개 마을, 270만2324명의

삶의 기초를 닦는 아동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해요

깨끗한 물과 환경으로 아동의 건강을 지켜요

아동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있도록 마을 곳곳에 식수 시설을 설치한다. 학교에

학교를 제공한다. 선생님이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해 아동의

제공하도록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이 학교에 다닐

건강을 지킨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멀리까지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가지 않아도 되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아프지

아동과 주민이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을 수

아동과 주민이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을 통해 자립한
16개 마을
스리랑카 서머아일랜드, 베트남 호아방·
트라미, 방글라데시 선더번·보그라,
우간다 카킨도/나만요니, 몽골 날라이흐·
아르항가이, 인도 비사카파트남·
군들루펫·부바네스와르, 케냐 로로키,
보스니아 라쉬바·버바스, 에티오피아
굴렐레·노노

않아도 된다.
“학교 건물도 깨끗해지고, 좋은 책상에서 새 책으로
공부하니 매일 학교에 오고 싶어요. 옛날에는 교실이

“식수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멀리까지 물을 길러

없어서 나무 밑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책이 없어서 종이 한

가야 했어요. 등교도 늦고, 매일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장을 여러 번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또 혼자 물을 길러 갈 때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잭슨(9, 케냐 앙구라이)

나쁜 어른들이 저를 납치하진 않을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집

47.81%(2016)

65.5%(2019)

읽고 쓸 줄 아는 11~13세 아동 비율 인도 부바네스와르

42%(2002)

94.9%(2019)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가정 비율
에티오피아 노노

근처에 식수대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스테판(9, 가나 크라치웨스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에스와티니 보메이크 재봉협동조합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이 보장되는
마을을 만들어요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지역 변화를 만들어요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지키는 법을

가난으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요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실천하도록 아동클럽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주민들에게 축산·농업 기술 등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설치하고, 의약품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마을에 아동을 위협하는 조혼·노동착취·성폭력·학대

교육을 실시해 가정 소득을 높인다. 재봉·축산·양봉·

받도록 부모를 교육한다. 마을 보건요원을 훈련해 마을

등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아동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공예품 제작 등 특화된 기술을 교육해 안정적인 생계

안에서 주민을 돌보고,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지킨다.

활동을 돕는다. 저축 습관을 기르게 하고, 저축그룹

“마을 보건 봉사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마을 주민 대부분

“일하느라 학교에도 못 오고,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시내와 먼 곳에서 살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 혜택을 받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동클럽에서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어려워요.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제와

배웠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권리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웃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덕분에 말라리아, 폐렴, 설사 같은

나쁜 어른이 있으면 아동보호위원회 어른들에게 말해

추천으로 재봉 교육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티셔츠 만드는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해결하도록 도와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옷이든 만들 수 있어요.

루스(34, 우간다 키지란품비)

롤리(16, 볼리비아 알파레로)

덕분에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고 있답니다.”

활동을 통한 소액대출로 삶의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다.

레이첼(50, 에스와티니 마들란감피시)

68.85%(2007)

98.9%(2019)

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1세 미만 영아 비율
방글라데시 보그라

0명(2005)

3,500명(2018)

아동클럽 활동에 참여한 후원 아동 수
몽골 아르항가이

65%(2007)

90%(2013)

소득증대사업으로 소득을 높인 주민 비율
보스니아 버바스

에스와티니 마들란감피시에는 12명의
멋진 디자이너가 있다. 월드비전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해 6개월 동안 재봉
교육을 이수한 보메이크 재봉협동조합
회원들이다. 이 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예방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내에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주로 티셔츠, 교복, 원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던 협동조합 회원들은
한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스크를 만들기로
했다. 마스크는 써본 적도 없고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쉽지 않았지만, 한국을
돕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와티니에도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다. 월드비전은 마을 곳곳을
돌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코로나 예방 교육을 시작했다. 마스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가 필요한
마을은 보메이크 재봉협동조합에서 만든
마스크를 구입했다.
마스크 판매 결과, 재봉협동조합은
한 달에 한화 약 3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됐다. 정성스레 만든 마스크와 지역
주민의 노력 덕분인지 마들란감피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에 마음을 전한 협동조합원의
착한 나눔이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와
에스와티니 지역 주민들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월드비전 만남

언제고 든든한 내 편, 내 팬
이세희 후원자는 월드비전 후원아동이었다. 당시, 후원자와 월드비전이 보내준

짬뽕보다 짜장, 여름보다 겨울, 레드벨벳보다 블랙핑크가 더 좋은 두 사람.

묵묵하고 굳건한 지지는 그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어른이 되면 자신과 같은 또

이세희 후원자와 박민정 후원아동은 활짝 웃는 얼굴, 선한 눈매까지 꼭 닮았다.

다른 아이를 후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좋은 행동이 다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글·사진 이누리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그리고 후원아동 민정이를 만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민정이는 후원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처음 후원자님을 만났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키가 크고 힘도 세 보이는 멋진 분이요."
민정이의 후원자를 향한 애정은 요즘 말로 ‘찐’이었다. 지난 만남에서 함께 뽑은
토끼 인형을 내내 끌어안고 있었다. 꿈 많은 10살 소녀의 장래희망이 아나운서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희 후원자는 물개박수를 쳤다. 후원자를 향한
민정이의 무한애정이 바로 수긍되는 순간이었다.
“우와, 정말 잘 어울린다. 민정이의 꿈을 응원해! 민정이는 아나운서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쁜 민정이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민정아, 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 민정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란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해.”
고작 10살 아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민정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후원자의 따뜻한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만큼.

말썽쟁이를 사랑으로 품은 복지관 선생님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민정이는 요즘이 더 바쁘다. 2살 터울 남동생과
놀아주고, 엄마의 집안일도 돕는다. 최근 가장 행복하고 뿌듯했던 일은 엄마의
설거지를 도운 것이란다.
월드비전 후원아동이었고, 멋진 직업군인이 된 특별한 이력이 있는 이세희 후원자.
그는 민정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
“저는 말썽쟁이였어요. 지치지도 않고 말썽을 피웠죠.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게
미울 법도 한데 복지관 선생님은 화를 내기보다 안아주는 쪽을 택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며, 눈물 보이시던
날을 잊지 못해요.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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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정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
“저는 말썽쟁이였어요. 지치지도 않고 말썽을 피웠죠.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게
미울 법도 한데 복지관 선생님은 화를 내기보다 안아주는 쪽을 택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며, 눈물 보이시던
날을 잊지 못해요.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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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감사할 줄 모르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친구들이 후원자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걸 갖지 못하지?’
라는 어린 생각을 했어요. 저를 후원해주신 분은 어떠한 열매도 볼 수 없으셨을
텐데, 감사 표현조차 할 줄 모르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그제서야 당장 보기에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의 가능성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믿게 됐어요. 후원뿐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때, 바라는 것 없이 돕는 것만으로도 역할은 다한 거예요.”
1

2

후원할 수 있다는 ‘복’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이세희 후원자 앞에는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수첩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민정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후원자에게
선물하려고 챙겨 온 것이다. 이세희 후원자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 민정이는 아빠를
재촉해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후원자가 선물을 받고 감동한
틈을 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처럼 ‘후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었다.
“재미없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인류학자의 강연을 보니 세계 인구의 80%가 하루에 1만 원을 채 못
쓴다더군요. 그렇다면 '나는 상위 20%에 속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라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라니….”
생활비를 쓰고 후원을 한 후에도 치킨 사먹을 정도의 돈은 지갑에 남아 있다. “삶에
주어진 여유에 감사한다”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후원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하지만 후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부자가 아니어서 못 하는 사람도 많고요.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는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3

1 이세희 후원자와 함께 뽑은 인형을 꼭 끌어안은 민정이
2 민정이가 그동안 이세희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들
3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이세희 후원자와 후원아동 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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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우리가 70년간 걸어온 길

24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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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캠페인

지난 70년간 월드비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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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가은 미디어팀 사진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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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멈추면 안 되는 일, 시간을 따지지 않는 일, 우리가 해온 일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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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는 잘 안 되면 그만 해야죠. 근데 이 일은 그만두면 안 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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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수 있도록 시간을 모르고 바쁘게 달린다. 30년째 활동 중인 월드비전 김혜자 친선대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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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긴 여름의 중턱을 지나고 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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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으로 보는 월드비전 70년

Love Loaf

사랑의빵
방학이 시작될 때면 학교 선생님이 빵 모양 저금통을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다. 방학 내내 동전을 모아 사랑의빵 저금통을 가득 채워 개학일에
자랑스럽게 등교하던 기억도 선명하다. 그런데 월드비전의 해외사업이 바로
그 사랑의빵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대중매체의 대대적인
참여와 교회, 대기업, 금융기관의 큰 호응을 얻어 사랑의빵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캠페인 시작 1년 만에 전국에서 35만 명이 참여해
총 6억 원을 모금했다. 지금까지 무려 3000만 개가 넘는 사랑의빵 저금통이
전국에 배포됐다.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한 사랑의빵 사업은 지금도 전 세계
재난·구호 지역에 빵보다 더 달콤한 선물을 보내고 있다.

Famine 24

기아체험24시
1993년 10월 30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은 청소년 10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기아로 시들어가는 지구촌 이웃의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 하루
식사를 굶기로 결심한 참가자들이었다. 자신의 끼니를 포기한 하루는 콘서트,
아프리카 관련 강연, 편지쓰기 등 값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1998년에는 SBS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23억 원이 모여
최고 성금모금 기록을 세웠다. 2020년 현재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찾아가는
기아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시민학교

School of Global Citizenship

기아체험24시로 시작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세계시민학교로 발전, 운영되고 있다. 세계시민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은 지구촌 곳곳의 열악한 환경과 아픔을 체험하고 공감한다.
현재까지 총 9000여 개 교육기관,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2012년부터는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 학급에서 개발도상국 한 마을을 후원하는 ‘나눔클래스’
를 통해 학교시설 건축, 식수시설 설치, 여아위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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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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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for Girls

Basic for Girls
지구촌 절대 빈곤 아래 사는 10대 여아 1억 명. 월드비전은 여자아이들이
생리 기간에도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위생 교육,
식수사업,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혼과 싸우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짓고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있다. 2015년 시작해
현재까지 약 5만 명이 참여해 후원금 18억 원 이상을 케냐, 탄자니아, 네팔
등으로 전달했다.

Global 6K for Water

Global 6K for Water
전 세계 식수 낙후지역의 아이들은 물을 긷기 위해 평균 6km를 걷는다.
이 거리를 우리가 달리면 아프리카에 깨끗한 식수를 선물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6K 포 워터’는 전 세계 30여 개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부런이다. 아프리카에서 물을 길을 때 쓰는 ‘제리캔’,
아동과 함께 걷는다는 취지로 몸에 붙이는 ‘아동 배번호’는 글로벌 6k에서만
볼 수 있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아이들이 물을 긷기 위해 걷는 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 월드비전 준호 홍보대사
(2018), 유지태 홍보대사(2019)와 함께하여 현재까지 총 2만2000여 명이
참여해 4억8000만 원 이상을 식수사업에 기부했다.

Chosen: 아이의 선택

Chosen

지난 수십 년간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하는 것이 후원 방식이었다. 이제
월드비전은 이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려 한다. 아동이 직접 후원자의 사진을
보고 후원받고 싶은 후원자를 고른다. 왜 이분을 골랐느냐 물으면, 우리
엄마와 닮아서, 후원자님의 미소가 좋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아이들은
더 존중받고, 특별한 나만의 후원자가 생긴다는 데 더 큰 기쁨을 느낀다.
후원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아동을 만나기까지 무척 설렌다. 월드비전은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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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사람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밥 피어스와 한경직 목사, 1961

숨은 영웅들이 일으킨

나비 효과
한국전쟁 중 태어난 월드비전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다.
월드비전이 태어난 한국은 1991년,
도움 받는 수혜국에서 해외사업비를
보내는 원조국으로 발돋움했다.
월드비전 말라위의 한 현지 직원은
한국을 롤 모델로 꼽으며 ‘우리도
한국처럼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한국 땅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세계
곳곳에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 2500개 사업장에서 지구촌
이웃 2억 명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 뒤에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글 유가은 미디어팀 사진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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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Hero

월드비전 합창단

1960년 월드비전이 세운 고아원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 43명을 모아 작은 합창단을 꾸렸다. 아이들
중에는 전쟁 중에 부모를 여의고 거리를 떠돌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1

연습을 했고, 14개월간 꾸준히 연습한 끝에 노래하는
천사가 되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노래가 더
많은 고아들을 돌봄으로 이끈다’는 합창단의 이야기에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들은 곧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했다. 창단 이듬해인

1

1961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62개 도시에서 90일 동안

2

공연하며 찬사를 받았다. 1978년에는 영국 BBC가
주최한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Hidden Hero

세계 3대 카운터 테너 이동규 등을 배출한 월드비전

밥 피어스
& 한경직 목사

합창단은 오늘날도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천사의
2

1 해외 순회공연 중 밥 피어스 목사와 합창단
2 월드비전 합창단의 초창기 활동 모습
3 2018 유럽 투어 때 합창단의 모습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의 참상, 특히 전쟁고아와 남편을 잃

점차 한국에 알려져 뜻을 함께하고자 했던 한경직 목사와

은 부인들의 사연을 접한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는

1953년부터 미국 후원자와 한국 아동을 결연하는 사업을

참담한 한국의 현실을 지나칠 수 없었다. 미국에 급히

해오고 있다. 월드비전의 시작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알려 널리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결심을 바로

작은 시작은 씨앗이 되어 1960년대에는 고아원 시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전란 중에 미국에서 출

중심의 구호사업,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발한 마지막 한국행 민간 항공기를 타고 종군기자 신

지역 개발사업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1991년, 한국

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당시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월드비전은 자립하여 다른 국가들을 돕기에 이르렀다.

목소리로 세계 곳곳에서 고아와 난민을 위해 노래하는
중이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모금한 수익금은 모두
분쟁피해아동 돕기 등 구호사업에 쓰인다.

한국전쟁 속 고아들에서 세계를 감동시킨 합창단으로

기록했다. 이 자료들은 미국에서 대대적인 전쟁 구호
사업이시작되는 바탕이 되었고, 한국을 돕겠다고 뜨거
운 마음으로 나선 사람들이 생겼다. 밥 피어스의 활동은
34

1 밥 피어스와 통역하는 한경직 목사, 1957
2 월드비전 합창단과 밥 피어스가 함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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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밥 피어스와 통역하는 한경직 목사, 1957
2 월드비전 합창단과 밥 피어스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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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친선대사

지금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예인들이 앞서서 기부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유명인들의 나눔 활동이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다. 김혜자 친선대사는 그 ‘가지 않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숨은 영웅이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전, 국내에서 사랑의빵을
앞장서서 나눈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씨앗이
되었다. 1991년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임명된 뒤 소말리아·

아이들 만나고
나누는 것,
이건 그만두면
안될일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국의 구호 현장과 재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열악한 상황을 한국에 알렸다. 2004년에는

1

2

활동 수기를 담은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출간,
10년간 인세를 전액 기부했다. 덕분에 강원도 태백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꽃때말’ 공부방이 생겼다.

Hidden Hero

후원아동

월드비전 사업으로 그동안 해외아동 총 48만4508명이

믿고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립했다. 월드비전을 통해 한 아이를 도우면 다른 4명이
같이 혜택을 받는다. 아동 후원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은
아동의 성장 주기에 맞춰 지역 내 건강, 교육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 아이를 돕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을의 완전한 자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지구촌 아이들이 월드비전의
혜택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해외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월드비전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등으로 일하며
받은 나눔을 더 크게 실천하고 있다. 10년간 월드비전

1 이리사 성악 영재로 두각을 보이며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기도 했다. 월드비전 장학금을 지원받아 졸업, 미국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2020년 캘리포니아 올해의 아티스트상 파이널
결승 12인에 선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에티오피아 노노 지역 빈민촌을 방문한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 2011
ⓒ 조선일보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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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드난 월드비전 보스니아 라쉬바 사업장 후원 종결 아동으로,
10살에 한국 후원자를 만났다. 후원자의 생일마다 손 편지를 써
보내던 스위트보이다. 최근 보스니아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후원아동이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는
현재 월드비전의 꿈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월드비전 꿈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고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비를 지원받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후원자의
지지도 받는다. 후원아동은 월드비전의 영웅이자 또
다른 기적을 써나갈 주인공이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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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 연탄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2018

Hidden Hero

후원자

오늘날 월드비전을 있게 한 가장 큰 숨은 영웅은 후원자들이다.
지난 70년간 총 140만2514명의 후원자가 월드비전을 후원했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후원자들의 사연이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처럼
펼쳐진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멈추지 않은 최장기간 후원자,
결혼식 축의금을 선뜻 내놓은 감동의 후원자, 15년간 후원한 아동이
자립하여 떠나는 아쉬운 순간 아낌없이 축하의 박수를 보낸 후원자….
이런 후원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얘기는 “나도 살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무언가를 나눈다는 일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성삼 후원자
어릴 적 학비 걱정하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미국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훗날 교육자가
되었고, 꾸준히 후원하며 밥 피어스 아너
클럽에 위촉되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가
모여 70년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평범한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Hidden Hero

자원봉사자

김동준 후원자
1994년부터 국내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해
2014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연탄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온 가족이 휴가를
봉사활동에 쓰지만 아이들도 나눔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어 보람차다.

살면서 꼭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기아체험24시, 사랑의도시락, 국토대장정, 글로벌

봉사자는 후원자와 후원아동이 주고받은 편지

6K 포 워터 등 월드비전 70년 역사에 길이 남을

1만2000여 통을 번역했다. 81세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순간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없었다. 기아체험24시에 참가한 후 월드비전이 너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내 일처럼 도와준 고마운

좋아졌다며 각종 행사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 먼저

분들이다. 자녀가 동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강원대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봉사자도 있었다.

삼척캠퍼스 건축과 교수를 은퇴한 뒤 78세의 나이에

그 외에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봉사 기간이나 활동

사랑의도시락 봉사에 참여한 임응찬 봉사자는 건강이

규모에 관계없이 월드비전과 동고동락했다. 월드비전

허락할 때까지 매주 동해 지역에서 도시락을 배달했다.

직원들과 아이들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은 자원봉사자

2004년부터 14년간 후원 서신을 번역한 심무희

모두 숨은 영웅들이다.

38

김현주 후원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성당 창립 70주년인
2015년,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
식수사업을 후원하며 “70주년이라고
특별하게 여기진 않아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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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 통을 번역했다. 81세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순간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없었다. 기아체험24시에 참가한 후 월드비전이 너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내 일처럼 도와준 고마운

좋아졌다며 각종 행사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 먼저

분들이다. 자녀가 동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강원대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봉사자도 있었다.

삼척캠퍼스 건축과 교수를 은퇴한 뒤 78세의 나이에

그 외에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봉사 기간이나 활동

사랑의도시락 봉사에 참여한 임응찬 봉사자는 건강이

규모에 관계없이 월드비전과 동고동락했다. 월드비전

허락할 때까지 매주 동해 지역에서 도시락을 배달했다.

직원들과 아이들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은 자원봉사자

2004년부터 14년간 후원 서신을 번역한 심무희

모두 숨은 영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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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후원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성당 창립 70주년인
2015년,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
식수사업을 후원하며 “70주년이라고
특별하게 여기진 않아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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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월드비전과의 추억
방학식 날 손에 쥐어진 사랑의빵, 기아체험으로 느껴본 배고픔, 처음 후원아동에게 받았던 편지 등
여러분의 기억 속에 월드비전과의 추억 한 페이지가 자리하길 바란다.

어릴 적 동요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2015년 에티오피아 짐마게네티

월드비전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직원들의 잊지 못할 추억이야기를 전한다.

우연히 당시 영상을 보니 제가 “어려운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보통 사진 촬영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현지 아이들이 몰려드는데요.

장래희망을 말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월드비전에 입사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왔습니다. 미리 챙겨온 사탕을

처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눠주며 카메라 뒤로 보내기 바빴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월드비전

그런데 한 아이가 두 손을 내밀며

후원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비켜나지 않는 거예요. 사탕도 다

됐어요. 진작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여

떨어졌길래 빈 주머니를 보여줬는데도

쭤보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이

아이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해맑게

월드비전에서 30년을 근무하다 보니
후원자들과 우간다 파야보건소

처음 만난 등록 아동이 사회복지사가

완공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되고 멋진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 인연을

웃으며 내민 작은 손에는 구운 콩이 한

루어가시는지 보고 싶었다” 고 하시더

추억이 무척 많습니다. 1989년 입사해

군요. 가슴 뭉클했어요. 월드비전은 제
게 운명 같은 곳입니다.
울산지역본부 참여나눔팀 강호신 팀장

모든 게 낯설고 어리둥절하던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갓 구운 콩을

사회복지사 초년생 시절 할머니 한 분을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만났습니다. “아들놈이 제 아들을 나한테

민망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놓고 가더니 연락 한 통이 없네 그려.”

왜 나는 아이들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장성한 아들을 급성 백혈병으로

맺고 있습니다. ‘대프리카’ 대구의 무더위

잃고 장례비용을 보건소 건축에

속에서 학생 2000명과 기아체험을

묵호어시장에서 생선 손질로 근근이

기부한 후원자와 함께였죠. 아들을

한 일은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생계를 잇던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대신하여 우간다 아이들이 행복한

기억입니다. 직접 채용한 직원들이

위해 구운 콩을 가득 쥔 아이의 손을

후원자 덕분에 8년 동안 손자를 잘

미래를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완공식

중요한 역할을 해내거나, 감사 편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출장 사진 중

키웠다고 고마워하셨지요. 시간이 흘러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귀국하느라

보내오는 일들도 저의 30년 월드비전

가장 귀한 컷입니다.

할머니의 부고를 듣고 달려갔더니

공항으로 향하던 중 파야보건소에서

2000년 입사 첫해 만난 눈망울이 예쁜

일기에 중요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김동조 대리

제 앞으로 마른 오징어 한 축과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이가 기억납니다. 보호자 없이 누나와

국내사업본부 김순이 본부장

단둘이 지내던 아이였는데 생활이

꼬깃꼬깃한 돈 5만 원을 남기셨더군요.

어려운 아이의 집에 하루 한 번 들르는

정기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나아지지 않아 마음만 전하신다면서.

사춘기에 방황하더니 군 입대 소식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함께 보기 어려워졌죠. 그런데 몇 년 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제 생각이

선학복지관 운영지원팀 이현주 과장

들었습니다. 후원자는 아이와 산모를
위해 급히 출산 선물을 구매해 현지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후원자의 성을 따 ‘KIM’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후원동행1팀 노찬호 과장

났다면서요. 이제 결혼도 하고 부사관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해외 아동의
안전을 걱정하는 후원자가 많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아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미안해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어요. 자신의 어려움보다
후원아동을 먼저 생각하는 후원자들
덕분에 월드비전이 어려움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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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듬해에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내와 함께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돈을 아껴 국내
아동을 한 명 더 후원하고 싶으니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누군가의 인생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국내사업팀 진이진 팀장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해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지체장애 1급
아동이 6년간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 43만 원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감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역 고등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네팔 돕기 캠페인을 펼쳤죠. 교육감은 도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네팔 대지진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억6000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참 뿌듯하고 가슴

원의 성금을 모았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을 도울 수 있었어요. 작은 나눔이

따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낸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후원상담1팀 이수진 간사

경남지역본부 전광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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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월드비전과의 추억
방학식 날 손에 쥐어진 사랑의빵, 기아체험으로 느껴본 배고픔, 처음 후원아동에게 받았던 편지 등
여러분의 기억 속에 월드비전과의 추억 한 페이지가 자리하길 바란다.

어릴 적 동요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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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당시 영상을 보니 제가 “어려운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보통 사진 촬영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현지 아이들이 몰려드는데요.

장래희망을 말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월드비전에 입사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왔습니다. 미리 챙겨온 사탕을

처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눠주며 카메라 뒤로 보내기 바빴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월드비전

그런데 한 아이가 두 손을 내밀며

후원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비켜나지 않는 거예요. 사탕도 다

됐어요. 진작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여

떨어졌길래 빈 주머니를 보여줬는데도

쭤보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이

아이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해맑게

월드비전에서 30년을 근무하다 보니
후원자들과 우간다 파야보건소

처음 만난 등록 아동이 사회복지사가

완공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되고 멋진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 인연을

웃으며 내민 작은 손에는 구운 콩이 한

루어가시는지 보고 싶었다” 고 하시더

추억이 무척 많습니다. 1989년 입사해

군요. 가슴 뭉클했어요. 월드비전은 제
게 운명 같은 곳입니다.
울산지역본부 참여나눔팀 강호신 팀장

모든 게 낯설고 어리둥절하던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갓 구운 콩을

사회복지사 초년생 시절 할머니 한 분을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만났습니다. “아들놈이 제 아들을 나한테

민망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놓고 가더니 연락 한 통이 없네 그려.”

왜 나는 아이들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장성한 아들을 급성 백혈병으로

맺고 있습니다. ‘대프리카’ 대구의 무더위

잃고 장례비용을 보건소 건축에

속에서 학생 2000명과 기아체험을

묵호어시장에서 생선 손질로 근근이

기부한 후원자와 함께였죠. 아들을

한 일은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생계를 잇던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대신하여 우간다 아이들이 행복한

기억입니다. 직접 채용한 직원들이

위해 구운 콩을 가득 쥔 아이의 손을

후원자 덕분에 8년 동안 손자를 잘

미래를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완공식

중요한 역할을 해내거나, 감사 편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출장 사진 중

키웠다고 고마워하셨지요. 시간이 흘러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귀국하느라

보내오는 일들도 저의 30년 월드비전

가장 귀한 컷입니다.

할머니의 부고를 듣고 달려갔더니

공항으로 향하던 중 파야보건소에서

2000년 입사 첫해 만난 눈망울이 예쁜

일기에 중요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김동조 대리

제 앞으로 마른 오징어 한 축과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이가 기억납니다. 보호자 없이 누나와

국내사업본부 김순이 본부장

단둘이 지내던 아이였는데 생활이

꼬깃꼬깃한 돈 5만 원을 남기셨더군요.

어려운 아이의 집에 하루 한 번 들르는

정기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나아지지 않아 마음만 전하신다면서.

사춘기에 방황하더니 군 입대 소식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함께 보기 어려워졌죠. 그런데 몇 년 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제 생각이

선학복지관 운영지원팀 이현주 과장

들었습니다. 후원자는 아이와 산모를
위해 급히 출산 선물을 구매해 현지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후원자의 성을 따 ‘KIM’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후원동행1팀 노찬호 과장

났다면서요. 이제 결혼도 하고 부사관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해외 아동의
안전을 걱정하는 후원자가 많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아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미안해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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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월드비전이 어려움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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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듬해에는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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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팀 진이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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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축전

월드비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네팔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받던 나라에서 후원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전 세계 아이 모두 굶주리지 않고,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많은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월드비전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드비전 70주년 중심에는 후원자가 있다. ‘후원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메시지는 직원들이 더욱 신나게 일하는 원동력이

후원아동도 월드비전을 통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밀레니엄이

된다. 월드비전 70주년을 축하하며 후원자들이 보내온 축하

오기 전, 고등학교 때 기아체험

메시지를 공유한다.

24를 통해 한국선명회를 처음

월드비전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예은 후원자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알게 됐어요. 성인이 되어 다시

월드비전의 70주년을

만났을 때도 아름다운 사업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월드비전 70년을 축하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도와준

한 아동후원을 마무리하고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월드비전!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됩니다.

담아 작은 후원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후원아동을 만난 지

#global6kforwater까지 월드비전과 함께한

기쁩니다. 월드비전이

2년째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추억 모두 행복했습니다. 월드비전 70주년을

100세가 되는 날에도 축하

만큼 월드비전도 함께 성장하면 좋겠어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후원이 종료되는데, 경제적 독립을

정완희 후원자

이룰 때까지 더 후원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축하해요~! 60주년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후원아동은 월드비전을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통하지 않으면 후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어느새 70주년이라니!

도시락 배달로 인연을 맺어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파이팅해요.️ 김학언 후원자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월드비전이 아니었다면
해외 후원아동에 대한
정보나 실상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도움도 나누지 않고
살 뻔했네요. 늘 마음 다해 고생해

우와! 칠순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었을 월드비전 멋집니다.
70주년 축하합니다. 그 안에서 작게나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함께해요, 월드비전~^^
이유정 후원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고은비 후원자

아이들도 어른이 되자마자 후원이 끊기면 많이

행복한 변화들이 세상에

힘들다고 들었어요. 해외 아동들도 비슷한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세심하게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세상

배려하며 더 성장하는 월드비전이 되었으면

모든 어린이의 풍성한 삶을

합니다!

위해 애쓰시는 한국월드비전

이선희 후원자

직원들과 현지 스태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양세영 후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혜원 후원자

벌써 70주년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받아보는
후원아동 사진과 현장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저와 같은 후원자들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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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드비전의 70년 세월 중
13년을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100주년에는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월드비전에

글을 다시 읽으며,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하기를 참 잘했다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강태우 후원자

뒤돌아볼 것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안성훈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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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국내 4대 회계법인),
연 2회 감사 실시

2019
한국월드비전
재무보고

한국월드비전 내부 감사
이사회 감사, 법인 감사,
연 1회 본부·사업장 감사 실시

국제월드비전
재무보고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통합된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
매년 국제월드비전 홈페이지(www.wvi.org)에 재무보고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 연도별 수입 총액

■ 지역별 프로그램 지출내역
(단위: 10억)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월드비전의 총 지출금 중 86%를 사업비에 사용했다.

2019

$2.80 $2.73 $2.72 $2.76 $2.75 $2.90

정부 감사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 지도 점검 및
감사 실시

제 5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9 항목별 총지출 29억6000만 달러
개발 프로그램
커뮤니티 교육/옹호

중동·유럽

북아메리카

3만7400만 달러

2만800만 달러

15억6000만 달러
1900만 달러

2019년 월드비전의 재무 운영을 상세 보고한다.

국제월드비전 감사

구호/회복 프로그램

9만1900만 달러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연 1회 사업·재무·인사 투명성 점검 및

모금활동

2만9400만 달러

전한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감사 실시

관리비용

1만6200만 달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4만8500만 달러

2만200만 달러

11억5000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1000만 달러
기타 지역

5900만 달러

수입

총수입

253,166,750,192

지출

총지출

253,166,750,192

세부 내역(단위: 원)

10.1%

2.5%

세부 내역(단위: 원)

2.1%
0.6%
10.3%

6.5%

총수입

총지출

253,166,750,192

253,166,750,192

80.9%

■ 후원금 204,807,998,221

■ 사업비 220,350,592,813

■ 정부 보조금 16,394,340,463

■ 모금비용 26,188,343,633

■ 기타수입 6,287,417,133

■ 일반관리비용 5,194,375,876

■ 2019년 사업준비금 25,676,994,375

■ 수익사업 1,433,4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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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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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국내 4대 회계법인),
연 2회 감사 실시

2019
한국월드비전
재무보고

한국월드비전 내부 감사
이사회 감사, 법인 감사,
연 1회 본부·사업장 감사 실시

국제월드비전
재무보고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통합된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
매년 국제월드비전 홈페이지(www.wvi.org)에 재무보고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 연도별 수입 총액

■ 지역별 프로그램 지출내역
(단위: 10억)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월드비전의 총 지출금 중 86%를 사업비에 사용했다.

2019

$2.80 $2.73 $2.72 $2.76 $2.75 $2.90

정부 감사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 지도 점검 및
감사 실시

제 5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9 항목별 총지출 29억6000만 달러
개발 프로그램
커뮤니티 교육/옹호

중동·유럽

북아메리카

3만7400만 달러

2만800만 달러

15억6000만 달러
1900만 달러

2019년 월드비전의 재무 운영을 상세 보고한다.

국제월드비전 감사

구호/회복 프로그램

9만1900만 달러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연 1회 사업·재무·인사 투명성 점검 및

모금활동

2만9400만 달러

전한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감사 실시

관리비용

1만6200만 달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4만8500만 달러

2만200만 달러

11억5000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1000만 달러
기타 지역

5900만 달러

수입

총수입

253,166,750,192

지출

총지출

253,166,750,192

세부 내역(단위: 원)

10.1%

2.5%

세부 내역(단위: 원)

2.1%
0.6%
10.3%

6.5%

총수입

총지출

253,166,750,192

253,166,750,192

80.9%

■ 후원금 204,807,998,221

■ 사업비 220,350,592,813

■ 정부 보조금 16,394,340,463

■ 모금비용 26,188,343,633

■ 기타수입 6,287,417,133

■ 일반관리비용 5,194,375,876

■ 2019년 사업준비금 25,676,994,375

■ 수익사업 1,433,4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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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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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부 내역

GIK(물품지원)
세부 내역(단위: 원)

항목
후원금

내용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16,177,924,349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103,329,037,351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 국내외 후원금,
사랑의빵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긴급구호, 재해 발생 시 구호 후원금

8,779,981,617

선물후원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1,301,843,371

GIK(물품지원)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15,792,602,718

계
정부 보조금

기타수입

금액
해외사업

기타사업(청소년 교육사업 등)

6,260,305,397

계

53,608,146,588

교육사업

25,060,215,527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15,036,129,316

옹호관련사업

1,139,100,705

후원아동관리사업

31,439,179,482

아동보호사업

12,074,467,481

지부 및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

3,390,883,546

선물후원

수익 사업

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등

2,896,533,587

GIK(물품지원)

6,287,417,133

기타사업

수입 합계

계

253,166,750,192

옹호사업

지출 세부 내역
내용
국내사업

1,071,401,921
15,325,036,073
3,658,180,081
133,964,688,654

세계시민교육

314,156,936

캠페인, 정책포럼, 콘텐츠 개발

415,302,984

기타사업

1,268,395,495

계

1,997,855,415

농업사업

464,652,056

영양 개선사업

430,178,778

북한 구호사업

111,000,000
193,267,415

북한사업

세부 내역(단위: 원)

항목

1,025,190,635

보건영양사업

프로그램 사업 수입

25,676,994,375

13,783,118,540

10,479,726,493

16,394,340,463

사업준비를 위한 이월금

3,872,942,400

식수위생사업

코이카 지원,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비 지원

2019년 사업준비금

금액

후원아동 지원사업

9,391,164,636

기타사업

영양 지원사업

3,986,245,132

계

1,199,098,249

꽃때말 공부방 운영

336,455,733

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 및 캠페인

200,676,882

위기아동 지원사업

5,354,122,819

아동미래연구사업

사업 효과성 연구, 포럼, 연구 네트워크 등

188,738,058

꿈꾸는아이들 지원사업(꿈디자이너, 꿈지원, 꿈날개클럽)

6,723,938,279

2020년 사업준비금

지역 지원사업

1,346,191,790

계

아동옹호사업

483,802,664

기업지원 나눔사업
선물후원
전국 9개 복지관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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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63,348

소득증대사업

204,807,998,221

계

사업비

문화사업

농업 및 식량안보 사업

59,426,608,815

467,566,645

29,191,388,967
220,350,592,813

모금비용

후원 모집 및 관리

일반관리비용 등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IT, 감사, 인건비, 운영비 등

5,194,375,876

573,815,030

수익사업

임대사업 운영

1,433,437,870

15,686,757,155

지출 합계

1,852,217,960

26,188,343,633

253,166,7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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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부 내역

GIK(물품지원)
세부 내역(단위: 원)

항목
후원금

내용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국내아동 정기후원금

16,177,924,349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해외아동 정기후원금

103,329,037,351

사업후원금
(국내·북한·해외·옹호)

개인, 기업, 교회, 학교, 기관 등 국내외 후원금,
사랑의빵

해외구호사업 후원금

긴급구호, 재해 발생 시 구호 후원금

8,779,981,617

선물후원

결연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1,301,843,371

GIK(물품지원)

기업,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

15,792,602,718

계
정부 보조금

기타수입

금액
해외사업

기타사업(청소년 교육사업 등)

6,260,305,397

계

53,608,146,588

교육사업

25,060,215,527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15,036,129,316

옹호관련사업

1,139,100,705

후원아동관리사업

31,439,179,482

아동보호사업

12,074,467,481

지부 및 복지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

3,390,883,546

선물후원

수익 사업

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등

2,896,533,587

GIK(물품지원)

6,287,417,133

기타사업

수입 합계

계

253,166,750,192

옹호사업

지출 세부 내역
내용
국내사업

1,071,401,921
15,325,036,073
3,658,180,081
133,964,688,654

세계시민교육

314,156,936

캠페인, 정책포럼, 콘텐츠 개발

415,302,984

기타사업

1,268,395,495

계

1,997,855,415

농업사업

464,652,056

영양 개선사업

430,178,778

북한 구호사업

111,000,000
193,267,415

북한사업

세부 내역(단위: 원)

항목

1,025,190,635

보건영양사업

프로그램 사업 수입

25,676,994,375

13,783,118,540

10,479,726,493

16,394,340,463

사업준비를 위한 이월금

3,872,942,400

식수위생사업

코이카 지원, 국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비 지원

2019년 사업준비금

금액

후원아동 지원사업

9,391,164,636

기타사업

영양 지원사업

3,986,245,132

계

1,199,098,249

꽃때말 공부방 운영

336,455,733

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 및 캠페인

200,676,882

위기아동 지원사업

5,354,122,819

아동미래연구사업

사업 효과성 연구, 포럼, 연구 네트워크 등

188,738,058

꿈꾸는아이들 지원사업(꿈디자이너, 꿈지원, 꿈날개클럽)

6,723,938,279

2020년 사업준비금

지역 지원사업

1,346,191,790

계

아동옹호사업

483,802,664

기업지원 나눔사업
선물후원
전국 9개 복지관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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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63,348

소득증대사업

204,807,998,221

계

사업비

문화사업

농업 및 식량안보 사업

59,426,608,815

467,566,645

29,191,388,967
220,350,592,813

모금비용

후원 모집 및 관리

일반관리비용 등

사업기획, 자료조사, 교육훈련, IT, 감사, 인건비, 운영비 등

5,194,375,876

573,815,030

수익사업

임대사업 운영

1,433,437,870

15,686,757,155

지출 합계

1,852,217,960

26,188,343,633

253,166,7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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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동 정기 후원 신청서

지구도 살리고,
아이들도 도와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1688-2713(문자 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전화(02-2078-7000)와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분 미션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주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보호자 성명(관계)

(인)

보호자 연락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홈페이지나 월드비전 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방법
후원 금액
자동이체

지구를 살린다고요?

종이

32 톤

소식지 1호
제작

종이 1톤
=
나무 17그루

월 3만 원 (

)명

은행명

이체일

10일

25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사

카드주명

나무

카드번호

544 그루

유효기간

년

월

카드주 생년월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후원자 1만5000명이 참여하시면 한 해에 약 3000만 원을 절약하여
미얀마 미야난다르에 유치원을 지을 수 있어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후원 신청에 따른 후원 관리 및 행정 처리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서명 정보

후원금 결제, 납부 확인 관리 등 행정 처리

공통: 후원 방법, 후원 금액, 이체 일자, 서명 정보 / 계좌이체: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계좌번호 / 카드이체: 카드주, 카드번호, 유효 기간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동의 여부

동의

[필수]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국가)

제공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World Vision International(미국)

이름(영문), 주소(영문)

후원 관리 및 행정 처리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동의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후원 신청 및 출금 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스마트폰 소식지 전환하기 캠페인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100명

후원자 관리, 후원금 결제,
납부 확인 관리 등 행정 처리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정보
(이름, 후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서명)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참여 대상 월드비전 후원자

※ 선택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14세 미만 후원자의 경우 후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여 기간 7월 13일 ~ 10월 9일

[선택]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당첨자 발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

휴대전화

카카오 미니C 블루투스 스피커

참여방법

1차 8월 28일(7월 13일 ~ 8월 16일 참여자)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 ‘스마트폰 소식지

2차 10월 19일(8월 17일 ~ 10월 9일 참여자)

‘스마트폰’으로 변경!
전화 02-207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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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문자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은 카카오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보유 기간

동의 안 함

동의 여부

후원 종료 후 2년간 보관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이메일 발송

전환하기 캠페인’ 클릭!
정보 변경 wv.or.kr/change > 로그인 후 소식지 수령 방법

아니오

[선택] 만 14세 미만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벤트 당첨 선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는 소식지는 어떠세요?
스마트폰 소식지로 전환하기 미션에 참여하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예

E-mail

동의함

동의 안 함

동의함

동의 안 함

※ 선택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후원 신청이 됩니다. 후원아동의 관련 소식지 등은 해당 동의 여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인)

(신청인과 다를 경우) 예금주/카드주

월

일
(인)

해외아동 정기 후원 신청서

지구도 살리고,
아이들도 도와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1688-2713(문자 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전화(02-2078-7000)와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분 미션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주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보호자 성명(관계)

(인)

보호자 연락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홈페이지나 월드비전 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방법
후원 금액
자동이체

지구를 살린다고요?

종이

32 톤

소식지 1호
제작

종이 1톤
=
나무 17그루

월 3만 원 (

)명

은행명

이체일

10일

25일

계좌번호

신용카드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사

카드주명

나무

카드번호

544 그루

유효기간

년

월

카드주 생년월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요?
후원자 1만5000명이 참여하시면 한 해에 약 3000만 원을 절약하여
미얀마 미야난다르에 유치원을 지을 수 있어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후원 신청에 따른 후원 관리 및 행정 처리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서명 정보

후원금 결제, 납부 확인 관리 등 행정 처리

공통: 후원 방법, 후원 금액, 이체 일자, 서명 정보 / 계좌이체: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계좌번호 / 카드이체: 카드주, 카드번호, 유효 기간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동의 여부

동의

[필수]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국가)

제공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World Vision International(미국)

이름(영문), 주소(영문)

후원 관리 및 행정 처리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동의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후원 신청 및 출금 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스마트폰 소식지 전환하기 캠페인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100명

후원자 관리, 후원금 결제,
납부 확인 관리 등 행정 처리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정보
(이름, 후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서명)

후원 종료 후 5년간 보관

참여 대상 월드비전 후원자

※ 선택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14세 미만 후원자의 경우 후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여 기간 7월 13일 ~ 10월 9일

[선택]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당첨자 발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

휴대전화

카카오 미니C 블루투스 스피커

참여방법

1차 8월 28일(7월 13일 ~ 8월 16일 참여자)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 ‘스마트폰 소식지

2차 10월 19일(8월 17일 ~ 10월 9일 참여자)

‘스마트폰’으로 변경!
전화 02-207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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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문자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은 카카오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보유 기간

동의 안 함

동의 여부

후원 종료 후 2년간 보관
월드비전 소식 및 후원 안내를 위한 이메일 발송

전환하기 캠페인’ 클릭!
정보 변경 wv.or.kr/change > 로그인 후 소식지 수령 방법

아니오

[선택] 만 14세 미만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벤트 당첨 선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는 소식지는 어떠세요?
스마트폰 소식지로 전환하기 미션에 참여하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예

E-mail

동의함

동의 안 함

동의함

동의 안 함

※ 선택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후원 신청이 됩니다. 후원아동의 관련 소식지 등은 해당 동의 여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인)

(신청인과 다를 경우) 예금주/카드주

월

일
(인)

World Vision
News
지역본부 소식

강원지역본부 춘천복지관

경기동부지역본부 성남복지관

부산지역본부 연제복지관

서울남부지역본부 송파복지관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북부지역본부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코로나19

코로나19 마스크 나누기 운동 캠페인

온라인 아동영양교육 프로그램

교육취약학생 긴급구호지원금

코로나19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은평구의회 사랑의도시락 성금 전달

긴급생계비 전달

경기동부지역본부 성남복지관(관장

쿡 & 쑥쑥 진행

전달식

전달

5월 29일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5월 21일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정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연제복지관(관장 이현)은 코로나19로

4월 13일 서울남부지역본부(본부장

서울동부지역본부(본부장 홍성호)

장영진)는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

최창일)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위해 마스크 나누기 운동 캠페인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

전재현)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

는 서울강북구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의원들이 모은 재난지원금

정기 회의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펼쳤다. 분당우리교회, 새에덴교회,

온라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교육장 양희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후원금은

아동 100명에게 긴급생계비

상원제일교회, 태봉교회 성도들이

진행했다. 매주 영양교육 자료를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을 가졌다. 더불어 우리PE

국내 취약계층의 석식을 제공하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기부한 1000장의 마스크는 복지관을

촬영해 유튜브로 공유했으며,

후원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자산운용, 성실교회, 동암교회 청년부,

사랑의도시락 사업 식재료 구입비로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들의 영양

취약한 교육 복지 대상 학생 100명에게

심슨어학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사용할 예정이다.

상태를 살피고 가정을 방문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겪고 있는 가정에 희망을 전달했다.

식재료를 배달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서부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서울서부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월드비전 음악원

인천지역본부 선학복지관

사랑의도시락, 취약계층 식료품

월드비전 수원 지회장 이취임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체결

경남후원회 2기 회장 이취임식 실시

결식아동지원, 긴급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 맘카페, 코로나 취약계층 후원

60주년 기념음악회 및

주안장로교회, 코로나19

키트 지원

위기아동 긴급생계비 전달

4월 17일 경기서부지역본부(본부장

6월 22일 경남지역본부(본부장

5월 12일 서울서부지역본부(김봉섭

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종구)는

버추얼 콰이어 준비

긴급지원사업 비상식품 지원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민숙)

4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장민권)는 광명교육지원청과 아동의

전광석)는 경남후원회 2기 임원단을

본부장)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맘앤파파 보물섬, 울산맘s모여라,

월드비전 합창단(원장 어호선)은

3월 30일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사랑의도시락에서는 코로나19로

최성호)는 신임 수원 지회장으로

건강한 성장과 나눔 실천을 위한

새롭게 선출(회장 김기준)하면서

가지 못하고 결식 위험에 처한

울산새댁이 등 울산지역 맘카페와

창단 60주년을 맞이하여 하반기

박진하)는 주안장로교회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명의 아동

영화나사렛성결교회 이관호 목사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학생들을

2기 회장 이·취임식을 실시했다.

아이들을 위해 조식지원사업의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60주년 기념음악회, 버추얼 콰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가정에 4개월간 식료품 키트를

위촉했다. 수원지회를 비롯한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교육

경남후원회는 월드비전

일환으로 ‘긴급식료품 키트’를

결식 아동 및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연주 행사를 준비

겪는 아동을 위해 후원금 3000만

지원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군포, 화성, 평택지회에 위기아동

및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경남지역본부의 활동을 적극

만들어 지역 내 9개 학교 100여 명의

전달했다. 맘카페 회원들은 후원금을

중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저소득

길어진 결식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을

긴급생계비를 전달했다.

예정이다.

지원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에게 전달했다.

모아 식료품을 구입하고 포장해 지역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가정 아동을 위한 비상식품 키트

내 취약계층 500명에게 전달했다.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입비로 사용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진복지관

대구경북지역본부 범물복지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밭복지관

동해복지관

전북지역본부

제주나눔센터

충북지역본부 용암복지관

(사)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북한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지원 진행

대전선관위 1390공명봉사단 사랑의

지역사회 코로나19 물품 후원

영경후원회 후원금 전달식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해

㈜네패스 어린이날 선물 지원

어린이 돕기 후원금 전달식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도귀화)는

도시락 후원금 전달

동해복지관(관장 이명신)은

비전소사이어티 위촉식 진행

긴급구호 지원금 전달

용암복지관(본부장 신재권)은

5월 26일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한전 동해지사, 동해전력지사,

5월 15일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5월 28일 제주나눔센터(센터장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주)네패스

(본부장 이용성)는

지역 의료기관에 방호복 1만400여

정유신)는 대전선관위 봉사단체인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등 지역 내

(본부장 나윤철)는 전주병원과

강동균)는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이병구)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사)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와

벌을 기증했다. 저소득 가정 아동 488

1390공명봉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협력기관을 통해 식료품과 마스크를

호성전주병원 임직원들의 후원 모임

교육청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키트 130개를 지원받았다. 네패스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명에게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생필품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 투표 홍보

후원받았다. 해당 물품은 코로나19로

영경후원회(회장 박경희)의 후원금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을

임직원들이 직접 편지를 쓰고 포장해

진행했다. 최삼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키트 등을 전달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관 아동과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지역 내

통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및 직원 50명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모인 성금은 사랑의도시락 사업에

가정에 전달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조식사업에

가정을 추천받아 회의 및 심사를 거쳐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일부를 모아 북한 아이들의 만성적

사용할 예정이다.

사용할 예정이다.

총 98개교 115명 아동에게 2500만

기아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원을 지원했다.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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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재단, 베트남 학교폭력 예방 지원금 후원
5월 15일 오리온재단으로부터 베트남 지역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 3억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3년간 베트남 4개 지역 40개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즐거운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의 국내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
을 해외 국가에 최초로 적용하는 사례로, 베트남 아동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K-희망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비전,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 발간
4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피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 월드비전이 진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예방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보건체계 취약 지역 아동들에게 미치는 2차 피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측했다.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영양실조,
기존 감염성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월드비전
창립 70년 이래 최대 규모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월경의 날 맞아 ‘2020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 전개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 24일까지 ‘2020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펼친다.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한 면 생리대를
만들면서 아프리카 여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케냐·탄자니아·잠비아·네팔의 여아들을 위한 여자 화장실 설치,
생리대 지원 및 제작 교육, 성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라톤과 기부 모두 잡는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버추얼 6K’ 개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버추얼(Virtual) 6K’를 진행했다.
글로벌 캠페인 ‘글로벌6K 포 워터’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한 기부런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달린
후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에티오피아
지역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위생사업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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