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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함께해주신 회원님 덕분에 굿네이버스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리며, 소외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첫 마음을 기억하고 낮은 곳, 어두운 곳의 이웃들

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회원님들의 나눔으로 

이뤄낸 2020년 사업의 결과와 감사의 마음을 '2020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에 담아 보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도, 나눔을 전하고 함께 하는 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에 없

던 바이러스의 전파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었지만, 더 고통 받는 국내 아동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전해주

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해보다 더욱 힘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국내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복지사

각지대의 아동과 가정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발 빠른 구호 활동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국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전문성을 더하고, 아동,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사

회가 변화되는 결실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은 좋은 이웃임을 다시 한번 깨

닫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굿네이버스를 믿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잊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

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같이 꿈꾸며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회원님께 마음 깊이 감

사의 인사를 전하며, 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

감사의 글

더욱 힘낼 수 있었던 한 해,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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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브랜드캠페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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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세상 모든 아이들의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91년부터 한 발 한 발 더해진 좋은 이웃의 발자국,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눔의 동행길에 함께 해주신

좋은 이웃 회원님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지원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이 

치유되고 가족 내 관계가 회복되어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63,083명

숫자로 보는 2020 굿네이버스 전국 5개 지역본부, 33개 지부, 77개 사업장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좋은 이웃과 함께 나눔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내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572,002명에게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심리,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리정서지원

854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린 복지 사각지대 가정과 사춘기에 따른 

변화를 겪는 저소득가정의 여자 아이들 등 국내 위기가정아동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2,753명

지역사회복지지원

188,540명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마을 공동체의 건전한 성장을 도왔습니다. 다양한 활동

에 참여한 주민들 덕분에 마을 구석구석 좋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동권리옹호활동

180,356명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정책제언 활동을 전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참여를 독려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동권리교육

136,416명

나와 친구의 권리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춘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숫자로 보는 2020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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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전국 5개 지역본부, 33개 지부, 77개 사업장을 통한 전문 복지사업 수행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국내 아동을 보호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학대받는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장기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을 비롯한 가정, 지역사회의 회복을 이끌어 나갑니다. 

학대와 빈곤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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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대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굿네이버스는 전국 3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분사무소, 17개 학대피해아동그룹홈을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재학대를 예방하며 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국내학대피해아동지원 캠페인

‘다시 봄 - <네 번째 엄마> 그 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엄마에게 외면당한 민지는 연이어 맡겨진 두 명의 양육자에게 또다시 

가혹한 학대를 당해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당장 입을 

옷이 없었던 민지에게 실내외복을 지원하고 장난감, 책 등 시설에서 필요한 육아용품을 지원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민지는 학대 후유증을 이겨내며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문적

인 서비스 실천 전략으로,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완화 및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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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ㅣ학대 행위자, 비가해 보호자 및     

          학대피해아동과 형제/자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위

해 7가지 세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

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가정보호서비스

12,359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 오민재 / 사회복지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이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민지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좋은 

변화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좋은 이웃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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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ㅣ원가정으로 재결합을 준비하는 

          아동 및 양육자

가족재결합서비스

806가정

최선의 양육환경인 원가정으로의 복귀

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구와 가족재결

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전한 가정

환경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이끕니다.

가족 기능 회복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

대상ㅣ학대 트라우마에 노출된

          아동 및 양육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69가정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단

계별 주제에 따른 인지행동치료를 제

공하여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17,572건

아동학대

판단

14,525건

아동학대

예방교육

24,369명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62,795명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

288명

아동학대예방사업 결과 보고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기반

으로 학대피해아동의 편에서 보호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를 받

아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하고,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보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위험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 80가정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례 

관리의 방향성을 강화한 전문서비스 ‘집콕 말고 패밀리콕’을 진행해 가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관

계개선 키트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족관계개선 키트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마음 문을 열고 제게 더 많은 사랑 표현을 해주어 

정말 기뻤어요.

-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부모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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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정의
마음 건강을 지킵니다
심리치유센터를 통해 심리·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와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심리정서지원

854명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열악한 환경 속 아동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여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 개입 절차’에 따라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별 우선순위에 따른 솔루션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위태로운 환경 속

위기가정아동에게

전해진 희망

“굿네이버스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 개입 절차”

굿네이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빈곤, 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을 온라인 캠페인과 미디어 매체

를 통해 소개하고, 생계비·의료비 등의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전국 지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

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한 위기 상황 파악 

•위기 상황 사정 및 우선순위 결정

•정기 방문 및 상담

•솔루션 별 서비스 및 정기 지원 

•위기 상황 추가 발생 모니터링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생계 지원

•아동 지원

위기 상황 사정 및

지원 우선순위 논의1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3솔루션 설정 및

서비스 지원2

위기가정아동

긴급지원

1,621명

저소득가정아동돌봄

14개 지역아동센터

451명

가정위탁 및 요보호아동보호

1개 가정위탁지원센터

384명

지역아동보호 및 상담

1개 아동복지센터

297명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 결과 보고

지원별 결과보고

생계 및 난방비 지원

47명

주거 및 재기 지원

1,563명

의료 지원

11명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위기가정아동지원심리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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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아동,

이렇게 도왔어요

  가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옛날 집에서 눈을 뜰까 봐… 

낡은 상가 구석의 쪽방에서 안전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친한 친구들도 집에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뀐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 규민이 어머니 / 2020 ‘국내주거지원캠페인’ 사례

- 아름이 / 2020 ‘국내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사례

여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반짝반짝’

굿네이버스는 국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지원사업 ‘반짝반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선물상자 키트 지원과 더불어 멘토링, 상담 치료, 특별 프로그램 등 통합적

인 지원을 펼쳐 2020년에는 성장기 여아 1,000명의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도왔습니다.

‘규민이에게 찾아온 좋은 변화’ 

‘낡고 위험한 집에서 벗어난 아름이네’ 

선천적 흉곽기형으로 호흡기 관리가 중요하지만, 곰팡이가 가득 핀 낡은 상가 단칸방에서 생활해 

온 규민이. 좋은 이웃의 지원으로 규민이네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가전 및 가구도 지

원받아 규민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당에 고철과 건축자재가 쌓인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던 아름이네 가족. 도움의 손길이 전해진 뒤, 

아름이네는 학교와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름이는 꿈을 이뤄줄 책상

과 아늑한 방을 지원받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치 생리대를 비롯해 온찜

질팩, 파우치, 신체 변화 이해 및 

생리대 착용법이 담긴 안내서가

포함된 위생키트 지원

선물상자 지원

전문가를 통한 초경 및 위생교육, 

문화체험, 집단상담 등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특별 프

로그램 지원

사례 및 특별 프로그램 지원

   성장 발달 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사춘기 소녀들에게 꼭 필요한 성 지식

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셔서, 민감한 신체 변화에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키트에 함께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편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지 느껴졌어요. 언제나 응원해 주신다는 말에 하루하루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 행복해요!

- 손수경 선생님 / 수완중학교 전문상담사

- ‘반짝반짝’ 선물상자 키트를 지원받은 아동

6개월 분의

생리대

후원자

응원 메세지

키트

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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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상담 치료 및 자원봉사

자와의 1:1 멘토링으로 심리·정서

적 어려움 해소

상담 치료 및 멘토링 지원

저소득가정 여아의 생계비 및 주

거 환경 개선 지원, 가족활동 기회 

제공 

주거 및 가족 지원

“저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물 받았어요!”

“월경에 대한 지식부터 생리대 사용법,

주기 계산법 등이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반짝반짝 선물상자 키트’가 도움이 되었나요?

‘키트 사용 안내서’는 이해하기 쉬웠나요?

99.7%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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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후

지원 후

지원 전

지원 전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위기가정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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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좋은 변화를 만듭니다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임과 참여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

188,435명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5명미취학아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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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마음 편히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냈지만, 지역주민 및 복지관 

선생님과 만나 소통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푸드 아트 

테라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중 푸드 아트 테라피에 참여한 주민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굿네이버스 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 및 후원회에 참여해 거동이 어렵거나 연로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도시락이나 대체 식품을 전달하며 끼니 해결을 도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재료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푸드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외된 이웃 없이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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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화 사업’ 결과보고

결식예방 지원사업

104,226명

지역사회봉사활동

229명(연인원 기준)

장애인 여가지원사업

150명(연인원 기준)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지역사회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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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활동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2019년 9월부터 관련 단

체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를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1월 8일 징계권이 삭제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리적, 환경적으로 놀이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지역 아동들의 의견을 담아 아동들이 원하고 필

요로 하는 놀잇감으로 채운 ‘놀봄상자’를 제공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힘썼습니다. 2020년에는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더욱 많은 아동에게 ‘놀봄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21.01.08

「민법 제915조」 국회 토론회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 근절까지’

2020. 07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시작

2019. 09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을 직접 찾아

봤습니다. 이후 저희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 너무 기쁘고 뿌듯

했어요!
- 문정원 /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단원

  놀봄상자를 통해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를 하며 친해지고, 

집에서는 휴대폰 대신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놀봄상자에 

들어 있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 놀봄상자를 지원 받은 아동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자 총 180,356명이 참여한 캠페인, 정책 제언 등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담긴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진행하며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제안도, 변화도 우리가 직접!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공간,

‘우주공간(우리가 주인인 공간)’

생활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아동 스스로 탐색하고, 정책으로 제안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내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이 2020년에도 전국적으로 활

동했습니다. 아동들의 정책 제언이 반영되어 서울시에서는 공공 자전거 어린이 이용을 위한 ‘새싹 

따릉이’가 운영되는 등 좋은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나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아동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공간(우리

가 주인인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콘셉트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아동이 참여해 만

들어진 ‘우주공간’은 2020년 총 2개 학교 안에 마련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편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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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Change 915

삭제

ⓒ
 장

군
 / G

o
o
d
 N

eig
h
b
o
rs

정책 제안 159건

서울ㅣ서울아현초등학교

강원ㅣ인흥초등학교

‘우주공간’이 마련된 학교

조직 28개 (전국)

단원 570명

    생각했던 게 진짜로 이뤄져서 신기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을 하면 정말 기

분이 좋아요. 학교 오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 정서윤 / 서울아현초등학교

2,000대 운영

(2021년 3월 기준)

어린이용 공공 자전거

‘새싹 따릉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놀 권리 소외 지역 아이들을 위한 

‘놀봄상자’

캠페인 서명 시민

32,394명 

‘놀봄상자’ 지원 아동

6개 지역

아동 1,767명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아동권리옹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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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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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교육은 UN아동권리협약 (UN CRC)에 입각해 아동의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급변함에 따라 아동권리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인형극, 보드게임 등을 활용

해 아동이 아동학대,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와 친구의 권리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익혀 언제 어디서든 나와 친구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혼자가 아닌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아가

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동

권리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은 아이

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 하미경 / 초등 저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CRA) 강사

    인형극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소중함을 배웠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거에

요. 모든 친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 이하연 / 진접초등학교 2학년

아동권리교육

총 136,416명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유아, 초등)

76,998명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

25,312명 

초등 저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CRA)

17,324명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9,875명 

똑똑(TOC TOC)한 안전교육

6,9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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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좋은 이웃이 함께 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내 아동과 취약계층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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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코로나19 긴급구호

결과보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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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음껏 만날 수 없어도, 

마음을 나누고 나눔을 전하며 웃을 수 있었던 

우리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
코로나19 긴급구호 결과 보고

국내 주요 지원 내역
2020년 기준

21,301명465,284개 13,666개 19,231명

코로나19 예방 지원 의료진 지원 긴급 생계 지원 심리정서 및 온라인 학습 지원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예방키트 등 지원

심리사회적 치료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 IT 기기 지원

전국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생필품키트, 생계비 등 지원

의료진 방호복 등 지원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중심의

‘코로나19 국내 긴급구호’

국내 긴급구호 지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전국 사업장

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과 가정에 코로

나19 예방·생필품키트와 심리정서적 지원 및 온라

인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힘썼습니다.

굿네이버스 사업 대상 아동

23,295명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아동

125,6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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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멤버스데이

온라인 활동가 모임 ‘굿히어로’

4회, 525명 참여

9회, 508명

굿네이버스의 국내외 사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모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

정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봉사활동, 야외에서 즐기는 팝

업 놀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4회를 맞이한 ‘2020 STEP FOR WATER 희망걷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대회로 개최되어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 회원 및 시민 5,000명은 따로, 또 같이 걸으며 소중한 발걸음

을 더했고, 모인 걸음을 통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깨끗

한 물을 선물했습니다.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나눔을 통한 변화를 전하는 ‘굿히

어로’는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온라인 활동가 모임입

니다. ‘굿히어로’로 함께한 전국의 좋은 이웃 회원들은 

아동청원 및 아동권리캠페인 참여 등의 미션을 통해 아

동의 목소리를 알리고 어려운 아동을 돕는데 앞장섰습

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굿히어로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제4회 STEP FOR WATER

희망걷기대회 5,000명

정민주 회원님

#부모님과함께 #굿히어로

김혜미 회원님

#온가족이함께 #굿히어로

부모님과 함께 굿히어로 미션에 참여했어

요! 삶에 대한 설렘을 모든 아이들이 가지

길 바라며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신호등을 볼 때, 그 눈높이가 아이들에

게 한없이 높게 느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요. 아이와 어른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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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는데, 

굿멤버스데이가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온 가족이 참여했

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눔은 서로의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임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경재 회원님 가족

더네이버스클럽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 

122명

19명

연 1,000만 원 이상 후원하거나 기부를 서약한 회원 중 특별한 나눔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모임입니다. 2020년에 47명의 신규 회원

이 등재되었으며,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아동들에게 나눔을 전했습니다. 더네이버스클럽 김성주, 이요셉 회원님은 행정

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민포장,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남은 

것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

니다.

유산기부를 이행하기로 서약한 특별회원 모임으로, 2020년에 7명의 신

규 회원들이 유언장 작성을 비롯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우리 단체로 

지정하는 보험 기부, 부모님의 조의금 또는 유산 일부를 후원하는 가족 

기부 등으로 나눔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정아동들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태블릿 PC, 국내 위

기가정 아동의 생계비, 우간다 아페페 초등학교 식수위생시설 등이 지

원되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유산기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귀한 선물로, 소중하게 사용

하고 지원 내역을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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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광극 회원님의 자녀

   나눔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봉

사와 나눔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아이들에게 사

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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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셉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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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는 스스로의 존엄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양재웅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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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화를 이끈 친선사절단

희망을 전한 별들의 나눔

2020년은 굿네이버스 친선사절단의 나눔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장현성 홍보대사는 

재능 기부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

제 및 코로나19 해외 긴급 대응 캠페인 영상에 출

연을, 김현주 홍보대사는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아

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아 

힘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정민 아나운서가 굿네이

버스 나눔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활발한 나눔 활동

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담은 많은 셀러브리티의 

나눔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 소지섭 씨, 김

희선 씨, 고아라 씨 등이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

과 저소득가정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

고, 배우 신세경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아

동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의 수익금을 기부했습니

다. 또한, 배우 정시아 씨와 가수 모모랜드는 한부

모 가족과 저소득가정 여아를 위해 여성용품을 전

하며 희망을 더했습니다.

- 고아라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사람들
2020년 한 해도 굿네이버스와 뜻을 함께하는 친선사절단, 셀러브리티 등 여러 좋은 이웃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덕분에

국내외 소외된 곳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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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아동과 면역이 약한 이

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에 동참했습니

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

랍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굿네이버스의 노력
굿네이버스는 회원님이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를 위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를 믿고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후원금 사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나눠주신 회원님의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좋은 변화로 전해지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후원금을 사용하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투명 경영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사업성과 및 결산을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며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연차보고, 소식지 등에 관

련 내용을 공개합니다.

국세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 서류를 제출하

고 회계 내역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정직한 사용

후원금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매

년 꼼꼼하게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며 공익목적사업 

현황을 공개합니다.

국내외 사업장 예산의 지도 점검 및 내부 감사를 진행하며 

회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후원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

도록 관리합니다.

법령 준수

굿네이버스는 매년 회계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 외부 회

계법인 감사를 진행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회계 기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기준과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윤리적 운영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직하게 아동보호활동

에 참여하도록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내부 개인정보 처

리 방침을 마련해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후원금 내역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원의 후원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회계 기준과 기부금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아동의 편에서 윤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굿네이버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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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41.0%이월금 2.5%

잡수입 0.6%

사업 수입 0.9%

보조금 55.0%

모금비 0.7%

일반관리비 2.0%

조사연구사업 2.3%

자산 및 시설설치 1.1%

차년도 이월금 11.8%

국내복지사업 82.1%

2020 수입 2020 지출

재정보고
굿네이버스는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등록 법인)를 통해 국내에서 진행한 사업별 재정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20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결산 

* 국내 : 5개 지역본부, 3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17개 그룹홈, 14개 지역아동센터, 2개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6개 사업장 등

            77개 시설사업장에서 국내 전문 아동복지 및 지역복지사업 수행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심리정서지원

3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심리치료 실시

17개 그룹홈: 아동 대상 상담 및 치료, 공동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등 아동보호사업

아주좋은이웃심리치유센터: 지역 내 아동 대상 전문적 심리검사, 

                                          치료 및 지역협력사업 실시

위기가정아동지원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일시 보호 아동 대상 상담, 치료 서비스 지원, 

                                부모 상담 실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 상담 및 

                                    접수, 예비위탁가정 상담, 위탁가정 보호아동

                                    및 연장아동 지원, 위탁부모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 진행

자립통합지원센터: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자립정착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실시

14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호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문화지원

                                   사업, 정서지원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네트워

                                   크 사업 진행 및 기타 협력시설 아동 지원 및

                                   긴급사례 지원

36,845,329,409

4,436,980,014

151,203,916

1,029,120,729

693,537,010

50,089,862

2,738,872,323

구분

세출 사업비 국내복지사업

(단위: 원)

구분

세입 후원금

보조금

사업 수입

잡수입

이월금

총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지원금

정기회원회비

후원금품

국내전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지원금

세부 내용

굿네이버스 사업을 후원하는 회원들이 정기 및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지역사회 내 개인, 기업의 사업지원 후원금 및 물품

국내 사회복지시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이용 수입

이자 수입 등 기타 잡수입

2020년 사업 준비비

9,141,298,000

(단위: 원)

7,803,813,429

8,274,821,082

33,819,908,321

533,516,250

389,136,954

1,572,550,000

61,535,044,036

굿네이버스의 투명한 경영이야기 보러 가기

* 내·외부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 굿네이버스 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 굿네이버스 > 투명경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구분

세출 사업비 국내복지사업

세부 내용

모금비

일반관리비

자산 및 시설 설치(사업 외 지출)

차년도 이월금

조사연구사업

지역사회복지지원

아동권리옹호사업

아동권리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모금 관리 및 기획, 회원 서비스 및 관리 운영비

법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사업장 개소, 시설 개보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품 구입 등

다년도 지정사업비 및 보조금 등

지역사회지원사업: 지역사회 빈곤가정아동 및 가정지원사업, 민관              

                             협력사업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대국민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정책 제안 캠페인, 아동친화도시사업 등

2개 종합복지관: 사례 관리, 가족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조직

2개 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125,225,478

3,012,256,894

909,540,709

500,204,771

1,410,401,746

436,388,495

1,205,773,621

679,531,333

7,310,587,726

(단위: 원)

* 위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020년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기준(예산 회계)으로 작성한 것으로 재무제표 및 결산서와 상이함.

소계 50,492,361,115

총계 61,535,044,036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결산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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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좋은 이웃으로 

굿네이버스가 내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꿈꾸었던 열정 그대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이웃과 함께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본부

서인지역본부 02-814-1391

경기지역본부 032-611-0857

강원지역본부 033-813-8008

충청지역본부 042-826-0140

전북지역본부 063-714-3321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76-1315

영남지역본부 051-636-5767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15-1391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031-275-6177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031-227-1310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분사무소

031-8077-9610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031-316-139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09-008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1-874-9100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766-1391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535-5391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042-254-6790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546-1391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734-6640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041-578-2655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635-1106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063-283-1391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분사무소

063-283-1391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852-1391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734-1391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063-635-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285-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061-284-139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332-1391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870-7200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1-139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284-1391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

도담치료그룹홈

화성좋은이웃그룹홈

경기좋은친구그룹홈

경기좋은이웃그룹홈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

강원서부좋은이웃쉼터

대전좋은이웃쉼터

청주좋은이웃그룹홈

사랑샘그룹홈

충남좋은이웃쉼터

전북좋은이웃그룹홈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남원좋은이웃그룹홈

목포햇살아래그룹홈

나주좋은이웃그룹홈

포항좋은이웃그룹홈

좋은마음센터 / 심리치유센터

좋은마음센터서울동작 02-814-1391

좋은마음센터서울동부 02-6677-1391

좋은마음센터서울성동 02-3443-1391

좋은마음센터인천서부 032-563-7579

좋은마음센터경기부천 032-611-0857

좋은마음센터경기안양 031-347-7700

좋은마음센터경기구리남양주 031-524-9922

좋은마음센터대전서부 042-826-0140

좋은마음센터광주서부 062-376-1315

좋은마음센터전남동부 061-654-7542

좋은마음센터부산서부 051-636-5767

좋은마음센터부산동부 051-514-1245

좋은마음센터대구서부 053-427-5147

좋은마음센터대구동부 053-955-0167

좋은마음센터경북서부 054-462-7273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 031-8004-7676

지역아동센터

영등포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02-2679-5649

성동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2-6052-5440

용인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31-281-1395

평택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31-667-1302

온주푸른교실지역아동센터 041-545-7411

광주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62-521-9502

하늘지역아동센터 053-424-5147

달서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3-292-8169

구미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463-7273

해도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282-1393

청림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293-9123

김해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5-322-4744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5-238-1241

부산동부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70-8931-2443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단 054-463-7275

아동복지센터

강원도아동복지센터 033-762-3462

가정위탁센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2-286-4678

 

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02-2662-6661

온주종합사회복지관 041-544-7411

어린이집

보성어린이집 02-2662-6665

온주어린이집 041-544-6405

자립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자립통합지원센터 063-715-1625

경상남도자립통합지원센터 055-265-7942 

국내 사업장 현황
굿네이버스 본부ㅣ02-6717-4000

2020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국내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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