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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2.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이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3.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4.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세계시민문화를 창출한다. 
5.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직한다. 
6. 사업 현장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협력한다. 
7.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사업 진행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한다. 
8.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회원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한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굿네이버스는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
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미션 핵심가치

	 아동권리보호 (CRC)

굿네이버스는 UN 아동권리협약(CRC, Con-
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여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합니다.

	 네트워크 (Network)

굿네이버스는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
봉사자,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
직화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
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권리옹호 (Advocacy)

굿네이버스는 정부나 대중을 향하여 시민
사회교육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
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 
대정부사업, 세미나 등의 권리옹호사업을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된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3대 사업 추진방향인 CRC(아동권리보호), Network(네트워크), 
Advocacy(권리옹호)를 중심으로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의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대 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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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대국민 캠페인 
 ‘100만 아동학대 국민
감시단’을 찾습니다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00만 명의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을 찾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과 SNS에
서도 참여가 이어져 교사와 경찰, 일반 시민 
등 83,143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한도전 1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3월 굿네이버스는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출연해 아동학대의 심
각성과 부모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을 전
국의 시청자에게 알렸습니다. 방송 직후, 
굿네이버스의 의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영
되었고, 오신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6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보호명령에 상담 위탁 항목이 추가돼 
학대피해아동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이 
확대되고, 전문적 서비스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 
아동권리옹호활동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리더단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9가지 주제와 
세부 정책을 새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에 소
개되어 30,942명의 공감투표 및 댓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행동하는 청소년 활동가’ 
프로그램을 통해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231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청소년 
교육, 안전,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안건을 직접 발의하고 의결안을 부산시에 
전달하는 등 정책 제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7 Highlights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좋은 변화를 선물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국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좋은 이웃의 나눔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정책 제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이끌며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
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서
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가족
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휴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리정서지원

2,982명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출동, 상담, 치료 
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을 보호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지원

22,065명
아동학대예방

593,978명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향한 움직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
스를 지원했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력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

103,268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9,817명

시설 아동의 자립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협력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
를 지원했습니다.

시설아동지원

2,263명

위기의 아이들에게
전해진 도움
빈곤, 결식, 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전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2,0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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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8개 
학대피해아동그룹홈 18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2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8개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
관에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보급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돕고 재학대를 예방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72,799명
일반인	 22,859명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21,681건

아동학대 판단
11,426건

아동학대 신고접수
16,936건

학대피해아동보호
384명

아동권리교육
485,282명

ⓒ
	노

성
철

	/	Good Neighbors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

2017
4,714명

2016
4,276명

10%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2017
21,681건

2016
17,544건

23%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및 치료 

74% 

2017
2,723명

2016
1,567명

2017년에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의 심리치료 이수 명령 증가에 따른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및 치료를 확대 
실시해 가정 내 학대 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
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
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2016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7년 전국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됐습니다. 현재는 9명의 전문 연구진과 함께 서비스 효과성 평가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전국화

 프로그램 구성

목적

목표

프로그램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가족 기능

회복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

재결합
서비스

아동보호통합사례관리

가족안전
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분노조절
프로그램

양육기술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방임가정
서비스
패키지

집중
서비스
패키지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적용 과정
2015

·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 개발
· 사업 매뉴얼 개발

2016

· 4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
	 (329명 지원)
· 수정 및 보완
· 효과성 평가 종단연구 진행

2017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용(3,12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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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지원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했으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
월까지 537개 가정, 73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차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합지원 전문서
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아동의 심리적 외상이 회복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주 양육
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가족
관계 개선으로 인해 재학대율이 2.3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 유형과 후유증, 신고방법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적용 결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학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조현병으로 심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던 진솔(가명, 15세)이의 어머니는 진솔이를 학교에 가
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에 방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진솔이 어머니의 행동을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된 
진솔이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진솔이가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동안, 굿네이버스는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진솔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학대로 인한 심리정서적 후유증을 
극복했고, 어머니는 방임의 주요 원인이었던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양육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적절한 양육 방식
을 배우며, 어머니의 치료 관리와 더불어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진솔이 가족은 가족회의와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에 가족 재결합 여부를 평가한 결과, 진솔이는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
습니다. 현재 굿네이버스는 주1회 가정방문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재학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올

바른 양육 방식을 배우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아동이 안전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진솔이는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솔이가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자은 /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의 심리적 외상

3.58 

재학대율

사후
38.2

사전
41.78

학교생활 만족도

1.18 

사후
28.89

사전
27.71

전국 평균*
(2016)

8.5%
통합서비스
적용사례

3.4% 78점
만점

36점
만점

사후
18.73

사전
16.08 24점

만점

양육 스트레스

0.82 

주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2.65 

사후
12.84

사전
13.66

가족관계

2.08 

사후
27.23

사전
25.1525점

만점
32점
만점

*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기준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127명

심리치유센터 1개 

아동과 가족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학대, 방임 등 부정적인 경험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집단 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심리정서지원

아동(5~7세)

CES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47,395명

초등(저학년)

CRA
놀면서 배우는 권리

26,205명

초등(고학년)

PAPCM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17,067명

아동(5~7세), 
초등(1-2학년)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280,516명

초등(저학년)

똑똑(TOC TOC)한
안전교육
아동성폭력·유괴예방교육

46,857명

고등(3학년)

예비부모교육

708명

굿네이버스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성폭력, 유괴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연령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성폭력예방인형극과 
똑똑(TOC TOC)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연령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13,038명

아동학대예방교육
95,658명

아동권리교육
485,2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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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합니다

적절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아동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빈곤가정아동 및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427명

지역아동센터 
507명

위기가정아동지원 
662명

아동복지센터 
249명 

지역아동센터 15개
아동복지센터 1개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 

ⓒ
	Good Neighbors

위기가정아동지원

희망나눔학교 
8개교 220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되는 좋은 변화 

은수(11세, 가명)와 흥수(9세, 가명)의 어머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에 
퇴근하다 보니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어 걱정이 컸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고, 육아에 대한 고민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족특화사업 이야기를 듣고 참여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 모임에 나가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의들 들으며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1박 2일 가족캠프에도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돈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식 체험, 영화 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굿네이버스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가족특화사업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 가정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올바른 양육 방법까지 익힐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은수, 흥수 어머니 / 달서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굿네이버스는 빈곤, 결식, 방임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사회 내 아동들을 발굴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소개된 아동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방과 후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올바른 양육을 돕기 위해 저소득 및 방임아동 
507명을 대상으로 전국 1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위기가정아동
지원 현황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지역아동센터

생계지원 524명 주거지원 54명

의료지원 82명교육지원 2명

위기가정아동지원
662명

 2017년 지역아동센터 주요 프로그램

· 중식 및 석식 제공, 간식 및 밑반찬 지원아동보호지원사업

· 개별 및 집단 상담정서지원사업

· 학습지도, 특기교육, 동아리 활동 실시교육지원사업

· 가족특화프로그램, 진로특화프로그램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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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지원

지역사회복지지원

지역사회의 참여와 
변화를 이끕니다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호물품 및 후원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임을 조직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지역후원회를 발굴하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9,817명

미취학아동 교육 
149명

장애인 자립 지원 
36명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3,083명

종합사회복지관 3개
어린이집 2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

협력시설아동지원
2,263명

아동복지협력시설 36개 

협력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하고 있는 아동복지협력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생활, 자립, 문화체험, 특기적성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생필품, 학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협력시설 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설아동지원

어르신들이 만드는 따뜻한 우리 마을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주민동아리를 조직해 지역사회를 
돕는 ‘어르신들이 만드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는 총 4개의 주민동아리가 조직됐습니다. ‘우정애’를 
비롯해 뜨개질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어울림’, 층간 소음 줄이기와 환경 미화에 앞장서고 
있는 ‘행복클럽’, 아름다운 선율로 마을 내 밝은 분위기를 책임지는 ‘열정합창단’ 까지…. 어르신
들의 재능과 개성,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주민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도 나누는 ‘우정애’는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해 이웃을 돕는 
주민동아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바자회나 장터에서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온주종합사회복지
관의 주민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
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Good Neighbors

주민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변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무엇

보다도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우정애’ 회원 / 온주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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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재정보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보건복지부 등록)는 국가 복지지원체계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위탁사업 중심으로 
국내 전문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2017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28개 아동보호전
문기관과 18개 그룹홈, 15개 지역아동센터, 3개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6개 사업장 등 71개 시설사업장 및 36개 아동복지
협력시설을 통해 국내 전문 아동복지 및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구분 2017년 결산 세부 내용

수입

후원금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지원금*  12,266,571,822 국내전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지원금
후원금품  5,241,452,221 지역사회 내 개인,	기업의 사업지원 후원금 및 물품

보조금  28,772,390,216 국내 사회복지시설 정부보조금
사업수입  1,019,943,747 프로그램 이용 수입
기타수입 218,479,438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

총   계  47,518,837,444 

지출

국내
복지
사업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9,427,105,33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국	2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심리치료,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실시

18개 그룹홈  3,533,420,134 18개의 그룹홈을 통한 요보호아동 보호 및 상담,	심리치료 실시
심리정서지원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  158,047,292 아주좋은심리치유센터를 통한 아동 심리치료 및 부모상담 사업 실시

위기가정
아동지원

15개 지역아동센터  2,291,181,272 전국	15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빈곤가정아동 학습 및 급식지원,	상담,	
특기교육 등 지원

강원도아동복지센터  974,423,533 강원도아동복지센터를 통한 일시보호아동 대상 상담,	치료 서비스지원 및	
가족치료캠프,	부모상담 실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549,272,685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위탁 필요 아동 발굴 및 위탁가정 연계,		
예비위탁가정 모집 실시

시설아동지원  1,251,357,862 전국	36개 아동복지협력시설 아동 양육 및 특기적성,	장학금 등 지원

지역사회
복지지원

3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5,311,658,316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 및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조직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2개 어린이집  1,037,112,670 2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 및 보육지원

소계  44,533,579,096 
조사연구사업  1,049,802,492 아동권리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행정비  1,566,241,011 법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자산 및 시설 설치  369,214,845 국내전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지원 및 시설 개보수 등

총   계  47,518,837,444 

(단위: 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결산

사업장 현황

굿네이버스 본부 02-6717-4000

지 출

47,518,837,444원

국내복지사업
93.7%

자산 및 시설 설치 0.8%
조사연구사업 2.2%

행정비 3.3%

수 입
47,518,837,444원

후원금
36.8%

보조금
60.5%

기타수입 0.5%사업수입 2.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02-3665-5183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02-923-5440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02-3157-1391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02-474-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515-1391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031-227-131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031-275-6177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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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734-6640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1-635-1106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041-578-2655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635-1391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63-852-1391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063-283-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285-139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061-332-1391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4-284-1391

학대피해아동그룹홈

도담치료그룹홈
경기좋은이웃그룹홈
경기좋은친구그룹홈
화성좋은이웃그룹홈
경기북부좋은이웃쉼터
고양좋은이웃그룹홈
강원서부좋은이웃쉼터
대전좋은이웃쉼터
청주좋은이웃그룹홈
사랑샘그룹홈
행복샘그룹홈
충남좋은이웃쉼터
전북좋은이웃그룹홈
남원좋은이웃그룹홈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목포햇살아래그룹홈
나주좋은이웃그룹홈
포항좋은이웃그룹홈

심리치유센터

아주좋은이웃 심리치유센터 031-8004-7676

아동복지센터

강원도아동복지센터 033-762-3462

어린이집

보성어린이집 02-2662-6665
온주어린이집 041-544-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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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282-1393
청림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293-9123
구미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4-463-7273
김해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5-322-4744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55-238-1241
부산동부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070-8931-2443

가정위탁지센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2-286-4678

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02-2662-6661
온주종합사회복지관 041-544-7411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그룹홈
 심리치유센터
 아동복지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14 152017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2017 Good Neighbors Annual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