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네이버스는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 사업으로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아동에게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은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지역 구성원 모두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이 가져온 
아동, 가정, 지역사회 

좋은 변화

교육물품 및 학비 제공
학교시설 및 학교위원회
운영 지원

식수위생시설 지원
위생교육 및 캠페인 진행

보건의료시설 확충
질병 예방 및 영양 지원

친구들과
학교에 
가게 됐어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어요.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요.

결연 아동 성장앨범
결연 아동의 성장 모습을 
한 화면에서 만나보세요.

나만의 실시간 결연 알리미
결연 아동의 소식과 
생일을 알려드려요.

편리한 선물금 접수
앱으로 선물금을 
보낼 수 있어요.

스마트한 결연 우체통
결연 아동과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모이면 기쁨이 배가 되는 회원 행사 안내

굿네이버스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회원의 나눔 이야기를 공유하는 소모임입니다.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상시 진행

굿멤버스데이

 * 자세한 사항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연 후원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굿네이버스 앱으로 결연 아동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방법
* 앱 다운 방법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굿네이버스 검색

I’m your
PEN

회원과 해외 결연 아동이 주고받는 
편지를 번역하는 자원봉사 모임입니다. 

•모집 기간 : 6월    
•활동 기간 : 8 ~ 12월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 : 3 ~ 4월  
•방문 국가 : 키르기즈 공화국(7월), 탄자니아(8월)

좋은 이웃 
특별한 여행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으로 변화되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
비즈니스 역량 교육 실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아동 옹호그룹 및 위원회 운영

내가 가진 권리를 
알게 되었어요.



후원자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염소도 갖게 됐어요.

아프리카 차드 마코도 지역에 사는 안나토레는 8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연 후원 후, 안나토레 가족에게 일상 속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결연 후원으로 마을에 건강관리센터가 지어졌어요.

의료, 식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키르기즈 공화국의 볼롯 맘베토브 지역개발사업장. 2017년 결연 후원 
사업이 진행된 후, 병원이 세워지고, 수도관도 생기면서 지역주민의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의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조합에 가입해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어요.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작은 방에서 단순 검진을 하거나 앰뷸
런스만 제공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년 결연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아이와 산모의 건강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알리바에바 아이누라 / 제루이 보건소 의료진

“지역개발위원장으로 일한 2년 동안,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데 열정이 생겼습니다. 수도 펌프와 수도관이 생겨 24
시간 깨끗한 물도 마시게 되었어요. 굿네이버스의 결연 후원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켄제베크 자키리아이브 / 볼롯 맘베토브 지역개발위원장

“후원자님을 만난 후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선물해 주신 염소는 
새끼를 낳아 이제 6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신선한 우유도 마시고, 
새 옷도 살 수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후원
자님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안나토레 / 차드 마코도 지역 결연 아동

병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깨끗한 물 사용 가능 시간(하루) 

교복을 지원받은 지역학교 학생들건강관리센터에서 구강 검진을 받는 결연 아동  웃음을 되찾은 안나토레네 가족 안나토레가 다니는 학교

기준 : 2017 ➞ 2018년 기준 : 2017 ➞ 2018년

22개 
마코도 
지역개발사업장이 
변했어요.  

결연 아동과 가족에게 찾아온 좋은 변화 지역사회에 시작된 좋은 변화 결연 후원으로 성장한 아동의 좋은 변화

볼롯 맘베토브 
지역개발사업장이 
변했어요.  

30분2시간30분1,216명   1,932명  13개 4시간

“저는 지금 굿네이버스 밀 조합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거리를 찾으러 멀리 떨어져있는 이웃마을
까지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굿네이버스의 조합 덕분에 정기적인 수입이 생겨 생활이 훨씬 안정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가 기대돼요.”
멤바데랄 루스 / 안나토레 엄마

학생수 교실수

24시간 2018년 해외아동
1:1 결연 현황 

결연 아동 수

209,356명
결연사업장 수

183개
결연사업국

28개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으로 소중한 나눔을 더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2018년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

회원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결연 아동은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은 앞으로 아동이 살아가는 날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래 편지는 이승연 회원님의 후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18세가 된 인도의 산제이 스와미가 회원님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대학생이 된 산제이 스와미

어머니 같은 나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후원자님의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뻤어요. 편지에서 저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글을 보고 

감동했거든요. 보내주신 편지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후원

자님이 안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동안 편지로 이야기해 주신 응원과 사랑의 

말들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후원자님이 

그랬듯이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천사 같은, 나의 사랑하는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3년, 
13세

2018년, 
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