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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동권리보호(CRC)

굿네이버스는 UN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합니다.

권리옹호(ADVOCACY)

굿네이버스는 정부나 대중을 향하여 시민사회교육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 

대정부사업, 세미나 등의 권리옹호사업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NETWORK)

굿네이버스는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봉사자,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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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지원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33,596명 (연인원 기준)

아동권리정책제안 

캠페인 진행

아동이 생각하고 느끼는 권리 수준을 4대 아동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로 나누어 지역별로 조사한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별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61,693명이 참여하였으며, 발달권(48.7%), 

생존권(25.5%), 보호권(19%), 참여권(3.2%) 순으로 취합된 총 

15,137건의 정책 의견을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활동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아동학대국민감시단’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한 거리 캠페인과 SNS를 

통한 온라인 캠페인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캠페인 

영상 ‘당신이 놓쳤을지 모를 소리’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96,116명의 시민들이 아동학대국민감시단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8년 굿네이버스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좋은	이웃과	함께	만든	좋은	변화의	현장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27,803명

아동학대예방교육

105,008명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

37,068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12,651명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아동지원

적절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1,6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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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를 통한 아동권리 증진 

협력사업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뜻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군·구 지방정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지역별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 

행동하는 청소년활동가 등의 활동과 토론회, 포럼, 캠페인을 

통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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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좋은	이웃과	함께	

만든	2018년	좋은	변화를	소개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했습니다. 

또, 아동과 부모,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전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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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				아동보호전문기관	27개				|				학대피해아동그룹홈	18개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하고,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와	상담,	심리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18개	그룹홈에서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줄이고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17,359건

아동학대	판단

12,726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27,460건

학대피해아동보호

343명

아동학대예방교육

105,008명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한 
가족 기능 회복

 

엄마, 아빠가 친절해졌어요. 주말에 

아빠는 저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엄마는 화내지 않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원가정보호서비스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굿네이버스는 23년간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학대예방사업

을 통한 가족 기능 회복에 힘써왔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 재편을 촉

구하는 옹호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한 사례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6,854명(2017년)에서 11,356명

(2018년)으로 66% 증가했으며,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함에 따라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프로그램

Ⓒ
	G
ood	N

eighbors

목적

목표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프로그램	구성

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		|		아동학대	재발	예방		|		가족	기능	회복	

학대피해아동	심리	치료

24,905 건
학대행위자	및	가족	치료

19,8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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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제도개선	촉구	활동

209회

아동학대국민감시단	참여자	수

96,116명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성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옹호 활동

아동학대예방교육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정책 제안을 비롯한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과 아동복지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활동을 펼

쳤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대 유형과 후유증,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습

니다. 또,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성폭력, 유괴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

호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76,393명

		일반인	교육	

   28,615명

심리정서지원

아동과 부모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심리치유센터	1개

심리·정서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정서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1,164명

5명의 자녀를 키우는 태양이네(가명, 남) 부모님은 육아 스트레스로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 모두 위생 관리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형제들은 방임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태양

이네 가족은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받았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가

고 있습니다. 

아동

“제가 느끼는 감정이 좋든 나쁘든 표현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엄마와 아빠는 저희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생활도 재밌어졌어요!”

부모	

“제 행동이 학대라는 걸 깨닫고, 가정환경을 바꾸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실천계획을 세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과 놀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친밀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경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서 재학대를 예방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자	

“변화와 회복을 위한 사례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신뢰가 쌓이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가 학대 위험도 감소와 재학대 예방에 효

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233가정)과 제공받지 않은 가정(235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를 제공

받은 가정의 아동 중 아동학대 고위험군 비율이 43.3%에서 3.1%로 감소했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의 재학대 발생율(2.1%)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가정의 재학대 발생율

(7.6%)에 비해 약 1/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	:	2016년 4월~2018년 6월

재학대	발생	비율아동학대	고위험군*	비율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받은	태양이네	가족

43.3% 7.6%

3.1%

2.1%

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족서비스	받은	후(12개월) 서비스를	받은	가족

*아동학대 위험도 척도 전체 9문항 중 4문항 이상, 

또는 핵심 문항 해당 아동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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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지원 결과 

지역아동센터	14개					|					아동복지센터	1개						|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아동을	발굴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방학	동안	진행되는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빈곤가정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어려운 환경 속 아동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합니다  

위기가정아동
긴급지원

493명

저소득가정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475명

지역아동보호	및	상담
(아동복지센터)	

356명

가정위탁	및	
요보호아동보호

421명

방학	중	
아동·청소년프로그램	

109명 

10대 여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여아지원 캠페인 ‘반짝반짝 선물

상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60명의 여아들에게 6개월분의 생리대와 여아들에게 필요

한 물품으로 재구성한 위생 키트를 전달했고, 말 못 할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소녀들을 

위해 1:1 멘토링과 상담 치료 지원을 확대해 여아들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왔

습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아동을 발굴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2018년 온라인 캠페인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개된 아동을 비롯해 지역 내 

위기가정아동 총 233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여아지원 
	‘반짝반짝 선물상자’ 
캠페인 결과  

 

비용 때문에 걱정하던 생리대와 영양제, 

그리고 사용법을 설명한 가이드북까지. 제가 

생리를 시작했을 때나 속옷 살 때, 물어볼 곳이 

없어 혼자 너무 난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뿌듯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선물상자를	지원받은	여아

	

선물상자	지원
6개월분의 생리대를 
비롯해 위생팬티와 파우치, 
사용 안내서 등이 포함된 
위생키트 지원

상담	치료	지원	
여아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실시

사례	및	특별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를 통한 초경 및 
위생 교육,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으로, 저소득가정 
여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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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새집으로 이사 와 자기 방을 갖게 됐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살림이라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했는데, 굿네이버스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 주거지원을 받은 어머니 인터뷰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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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2개			|			어린이집	2개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아동·청소년·주부	등	지역주민,

소상공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모임	조직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변화를 만듭니다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지역후원회’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역 

모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역후원회원

	

우리 동네
행복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에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우는 

‘행복 초인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도 같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민	모임에	참여한	주민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기업, 유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아동, 청소년, 

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조직한 총 5개의 주민 모임이 조직되었으며,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사업, 마을 영화제, 옥상 텃밭 활동을 통한 김치겉절이 나눔 활동 등 지역주민

들이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성과공유

회를 통해 각 모임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6,930명
미취학아동교육

138명
지역사회	조직	

12,651명
Ⓒ
	G
ood	N

eighbors

Ⓒ
	G
ood	N

eighbors
Ⓒ
	G
ood	N

eighbors

Ⓒ
	G
ood	N

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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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정보 관리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내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

회계 기준’ 등에 근거한 회계, 후원금 관리·보고를 철저히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인의 일반 정보,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등 

재무 정보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개합니다.

3.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객관적인 회계 감사 정기적 실시, 내부 감사실을 운영해 

국내 사업장의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진행합니다.

윤리적인 조직 운영

1. 전 직원이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아동보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원 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2.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상담 체계인 ‘GN  클린신고센터’ 

를 운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지원금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운영되는 

총 69개 시설사업장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지출 중 

국내복지사업비와 동일한 

금액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결산

굿네이버스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출

구분 세부	내용 2018년	결산

사업수행비 국내복지사업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중앙	및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심리치료,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실시

30,967,085,987

18개	그룹홈 18개	그룹홈을	통한	요보호아동	보호	및	상담,	심리치료	실시 4,072,523,317

심리정서지원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를	통한	아동	심리치료	및	부모상담사업	실시 152,716,859

위기가정아동지원 14개	지역아동센터 전국	14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빈곤가정아동	학습	및	급식지원,	상담,	특기	교육	등	지원 2,294,321,930

강원도아동복지센터 강원도아동복지센터를	통한	일시보호아동	대상	상담,	치료서비스	지원	및	가족치료캠프,

부모상담	실시

944,764,076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필요	아동	발굴	및	연계,	예비위탁가정	모집	실시 552,109,415

지역사회복지지원 2개	종합사회복지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사례	관리	및	가족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조직 3,049,902,582

2개	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및	보육지원 988,976,485

소계 43,022,400,651

조사연구사업 아동권리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982,503,920

일반관리비 법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1,419,708,568

모금비 모금	관리	및	기획	운영비 61,765,355

자산	및	시설설치 S/W	라이센스	구입	등 111,448,333

지출	총계	 45,597,826,827

차년도	사업준비금  994,532,961 

결산	총계	 46,592,359,788

수입

구분 세부	내용 2018년	결산

후원금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지원금* 국내전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지원금 10,301,402,414

후원금품 지역사회	내	개인,	기업의	사업지원	후원금	및	물품 6,919,486,983

보조금		 국내	사회복지시설	정부보조금 28,394,511,659

사업수입		 프로그램	이용	수입	 699,638,013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 277,320,719

총계 46,592,359,788

굿네이버스는	미션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의	3대	사업운영원칙을	

세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회계	관리와	조직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NGO로서	책무를	다하며,	재무	회계,	조직	경영,	정보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보건복지부	등록)는	국가	복지지원체계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

는	정부위탁사업	중심으로	국내	전문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좋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18개	그룹홈,	14개	지역아동센터,	2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69개의	시설사업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18 수입 

보조금	60.9%

기타수입	0.6%

후원금	37.0%

일반관리비	3.1%

국내복지사업	94.4%

자산	및	시설설치	0.2%
모금관리비	0.1%

사업수입	1.5%

2018 지출

조사연구사업	2.2%	

굿네이버스는 2017년 12월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35호)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결산 지출은 사업수행비, 일반관리비, 모금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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