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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미션

굿네이버스 정신

미션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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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와
혁신
경영핵심원칙

창립정신

굿네이버스는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정직과
겸손

핵심가치 Core Values

자율과
존중

소통과
협력

굿네이버스는 자율과 존중의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정직과 겸손, 창의와 혁신,
소통과 협력의 경영핵심원칙을 실천합니다. 굿네이버스인은 동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 우리는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 우리는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이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자율적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격려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익숙한 방식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방식을 추구하며,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합니다.

•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세계시민문화를 창출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직한다.
• 우리는 사업현장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한다.
•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사업진행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한다.

굿네이버스인의 자세

•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회원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한다.

상담자

위로자

Counselor

Comforter

힘을
북돋우는 자
Strengthener

굿네이버스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상담자(Counselor)’,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위로자(Comforter)’, 이웃들이 용기를 내어 강인하게 서 있도록 그들과
함께 서서 ‘힘을 북돋우는 자(Strengthener)’의 자세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합니다.

굿네이버스인의 신앙고백

“Living Action of Holy Spirit in the world” 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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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인의 힘으로 세계 곳곳을 돕겠다’는 의지
장

국제사업 30년의
성과와 의미

로 1991년 굿네이버스가 창립되었다. 창립 직후인 1992년, 방글라데시 찔마리
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펼치며 한국 토종 국제개발 NGO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뒤이어 1994년에는 르완다 난민을 위한 의료구호팀을 파견하는 등
초기부터 국제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당시 막 국제사업을 시작
한 작은 규모의 한국 신생 NGO의 국제 구호 활동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박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굿네이버스의 정신을 상징하
는 사례이다.
1992년 방글라데시 해외지부 설립을 시작으로 30년을 끊임없이 달려
온 굿네이버스는 2020년 전 세계에 8개 모금국, 39개 사업국, 212개 사업장,
2,581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굿네이버스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1990년대는 긴급구호와 지역개발 등으로 국제사
업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 그다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사
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사업국이 늘어났다.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비전
2020’ 선포와 함께 국제사업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체계화하고 전략을 구축
하면서 글로벌 NGO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
후에는 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NGO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분야별 사업
을 이행하고,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긴급구호와 중장기적 인
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행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굿네이버
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립적
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의 국제사업은 해외에서 지역개발과 인도적 지원사업의 토
대를 구축했던 초기 단계(1991~1999년), 인도적 지원이 긴급구호에서 재건사
업으로 확장되고 지역개발이 가정 중심에서 지역개발 활동으로 전환되며 사
업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성장 단계(2000~2007년), 글로벌 NGO로의 도
약 단계(2008~2015년), 그리고 사업이 세분화되고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화 단계(2016~2020년)로 구분할 수 있다.１
창립 초기부터 굿네이버스는 국제구호개발사업의 주요 원칙을 수립하

１	국제사업은 사업 내용 측면에서 지역개발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사업, 그리고 정책옹호주창
및 네트워크 활동 등 다섯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야별로 보면 각 시기적 구분이 상이하다. 다만 큰 흐
름은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그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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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앞을 보고 진행한다. 둘째,

업 양식을 공유하며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하였다. 코

구호로 시작해 개발 차원으로 접근한다(development in nature). 셋째, 현지

이카가 NGO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코이카와 적극 협력하

이웃들이 수행하도록 점진적으로 인계한다. 넷째,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도 도

였다.

움(local resource)을 줄 손길은 있다. 다섯째, 굿네이버스는 촉진하고 조력하

1995년 이후 민간단체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이카에는 의견 조율을

는 역할(facilitating and enabling)이다.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이러한 원칙은

위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굿네이버스를 필두로 한 민간단체 역시 목

굿네이버스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수행한 국제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일하 굿

1990년대는 국제사업의 초기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네이버스 이사장(당시 회장)의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협력 NGO 협의

긴급구호 활동 경험은 장기적으로 굿네이버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

체인 해외원조단체협의회(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발족하였다.

히 1994년 르완다에서 사업수행체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난민 지원 활동을

초대 회장에 취임한 이일하 이사장은 KCOC가 대정부 민간 창구로 자리매김

펼친 경험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

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협의

크로 이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정보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체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가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 활동부터 책무성 있는 기금 집행, 확실한

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장 사업 수행 방식으로 현재까지도 한국의 대표 국제개발 NGO로서 사업
을 선도하고 있다.

상들이 모여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전 지구적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

이러한 경험은 굿네이버스가 아시아를 뛰어넘어 다른 대륙, 특히 아프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유엔 정상회의에 굿네

리카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신생

이버스 대표단도 참여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후 굿네이버스는 굿네이버스 연

NGO임에도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

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MDGs와 글로벌 어젠다를 사업과 연계하는 노력을 기

갔다. 1994년 르완다 긴급구호에서 한국 NGO 최초로 외무부와 유엔난민기

울였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8월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 굿네이버

구(UNHCR)와 협력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스 인터내셔날을 등록하며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02년에는 통합된

ECOSOC)가 NGO에게 부여하는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하나의 법인 아래에 국내 아동복지사업과 해외 구호개발사업을 분리해 수행

Consultative Status)’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하는 구조였지만 해외 구호개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전담할 조

굿네이버스는 이 과정에서 1996년 국제사업을 수행할 전담 조직으로
정해원 창립 회장을 추대해 이웃사랑회 국제본부를 설립하고, 사업국·모금

직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3개 사업국이 설
립되는 등 국제사업의 영역과 범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국·국제이사회 조직을 갖추었다. 또한 ‘포괄적협의지위’ 획득 이후에는 유엔과

2000년대 이후 성장 단계에서 국제사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뉴욕에 연락사무소(UN Liaison Office)를 개소하고

이룬다. 기존의 제한적인 긴급구호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하는 주요 회의와 주간회의(Weekly Briefing), 유엔공보

사업으로 활동 범주가 확대되었다. 또 인도적 지원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

국(UNDPI)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NGO 연례회의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면서 사업 대상을 재난 피해자나 난민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 여성,

주요 의제와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활동은 현장에서 NGO 등록과 주요

취약계층,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별도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국제기구와
의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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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역사에서 2000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전 세계 정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단
기적인 구호 중심이었다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사업 내용을

한편 1995년은 한국 정부 최초로 민관협력사업을 착수한 해이다. 굿네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사업의 수혜 대상과 목적을 특정하고 지

이버스는 코이카에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모든 절차와 굿네이버스의 사

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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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해외사업국의 전략적 확대는 긴급구

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향후 글로벌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아울

호, 최빈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연계

러 해외사업국 확대에 발맞춰 본부와 개발협력사업 현장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 2006년 파키스탄, 2007년 인도와 차드가 사업국이 되었

위해 2009년 아프리카 권역본부를 시작으로 2011년 아시아와 중남미 권역본

다. 이후 말라위·니제르·모잠비크·카메룬·라오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넘

부를 각각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현장에 가까운 본부, 본부에 가까운 현장’을

어 과테말라·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파라과이 등 중남미로 사업 영역을 확

위해 권역 내의 협력 구조를 활용하는 권역중심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프로젝트 주기 관리(PCM, Project Cycle

인도적 지원 분야의 활동 수준과 범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굿네이

Management) 전문교육을 해외사업국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후 현

버스는 2010년 아이티 지진 대응을 계기로 국제 인도적 지원 조정 메커니즘

재까지 80여 회에 걸쳐 권역별·직능별·분야별 교육훈련을 온·오프라인으로

인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직원 역량이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후 주요 국제기구의 이행 파트너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NGO로

와 사업 현장에서의 굿네이버스에 대한 평가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사업

의 도약기는 굿네이버스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시

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2010년대의 이러한 변화는 굿네이버스가 국제

기이다. 사업 부문에서는 아동보호, 교육, 보건, 식수 위생(WASH), 소득증

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단단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규

대, 옹호, 네트워크 등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효과성과 혁신을 도모

범과 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재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을 반증한다.

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하는 것은 물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과 대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

론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외사업

터 협동조합과 적정기술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위

국 선정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긴급구호와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

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적정기술, 조합, 사회적기업

였다. 2007년에는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인도적 지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사업단과 사회적경제팀을 운영하게 되었다.

원을 위한 체계도 수립하였다. 또한 같은 해 MDGs 관련 최초의 시상식인

2010년 몽골의 축열기 ‘지세이버(G-saver)’ 생산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초기

‘MDGs Award’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에는 주로 적정기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기존 활동 분야인 적

궁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일하 이사장은 ‘국제 NGO로서 MDGs 기여

정기술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을 추가해 포괄적 의미의 ‘사회적경제개발사업’으

노력’이라는 주제로 수상 연설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로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사업국 조직 내에 별도 부서를 조직하며 사회적경제

NGO로서 박차를 가해 2008년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를 설립하고, 국내에

섹터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상품 생산성을 증대하고도 판로 확보나 유통으로

서는 ‘비전 2020’을 선포하였다.

연결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비전 2020은 글로벌 경영 기반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비

조직적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가시화된 것은 2017년 굿네이버스 글

전 2020 선포를 통해 국제사업 조직의 경영과 운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로벌파트너십센터(GN GPC, Global Partnership Center, 이하 GPC) 설

과 네트워크 강화, 현장의 성과 중심 관리, 사업평가 툴 개발 등 전문화를 위

립을 통해서이다.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NGO 경영 구축과 국제 업무 수행

한 도전과 혁신이 시작되었다. 그 일환으로 국제본부의 기능을 구분하고 국제

을 위해 GPC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초

업무 효율을 위한 인트라넷시스템, 결연아동관리시스템(CMS), 회계시스템(퀵

대 CEO로 박성락 사무총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 심의와 의사 결정

북)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현지화를 견인하기 위해 현지 직원 60

을 위해 국제운영위원회(ISC,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를 설치했

여 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Learning &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실시

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 글로벌역량개발센터(GN GCDC, Global Capacity

하여 현지 리더십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11년 이후에는 국제 회계기

Development Center, 이하 GCDC)를 설치하고 GN 파트너십 정책 등을 본

준에 따른 회계 수행 시스템 전환, 권역별 워크숍을 통한 회계기준과 국가별

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사업국은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에 따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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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으로 변경하고 현지 NGO 등록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글로벌 임팩트(GNGIF, Good Neighbors Global Impact Foundation, 이하

등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글로벌 굿네이버

GIF)를 설립하였다. GIF는 지역 주민의 생산성 확대와 가치사슬 구현을 통해

스의 중장기 비전인 ‘비전 2030’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업과,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

이는 2010년대 이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개발사업, 그리고 최하위 소득 계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의 결과이다. 해외사업의 총괄 조정과 예산의 신속하고

층인 조합원들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금융서비스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GPC 설립에 이르기까지 굿네이버스는 사

를 제공하는 금융접근성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비전

업국 거버넌스 강화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먼저 2000

2030’의 핵심 전략으로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년대까지 한국·미국·일본에 제한했던 모금국을 2010년대에 들어 캐나다·호

그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국제 무대에서 세계식량계획(WFP) 협력

주·대만·영국·멕시코까지 8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굿네이버스 무브먼트’

사업, 난민사업, 여아권리옹호사업, 사회적경제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

를 통해 세계시민 교류 운동의 거점을 조직하기 위함이었다. 해외 모금국 확

하면서 글로벌 개발 담론을 선도하고 성과 연구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장은 사업 환경이 제약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형 긴급 재난과 인도적 위기 발

『World Development』를 포함한 주요 저널에 발표되는 등 국내외 국제개발

생 시 특정 국가의 제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협력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축이 되었다. 아울러 2018년에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ODA 정책 제언과 유엔아 동 권리협약

는 해외권역본부를 해외권역코디네이터로 개편해 2020년 현재 4개의 해외권

(UNCR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역코디네이터가 ‘비전 2030’이 제시한 권역 중심 운영 구조를 발판으로 국제

등에 대한 정책옹호활동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개발협력사업을 이끌고 있다. GPC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조직 개편을 거쳐

위원회(OECD DAC) 동료 검토(Peer Review)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년 현재 미국 GPC는 재정 본부, GPC 한국사무소는 정책 본부로 기능

High-Level Political Forum)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하고 UNCRC 심의 과

하고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GPC가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에서 사업

정에 참여하며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

국의 책임과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현된 것이다.

요컨대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 활동의 성장은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굿네이버스의 국제사업은 전문화·세

단지 사업의 수와 규모의 증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업의 분야별 전문화 도모를 위한 조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개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

직운영과 함께 성과 연구를 위한 국제 R&D를 강화하고 굿네이버스 국제개

직경영, 현장 중심 사업 구조, 분야별 전문성 강화, 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발사업 전략방향과 결과체계(GDA, Good Neighbors Global Development

측면에서 노력해왔다. 최근 심각해지는 복합 위기(Complex Crisis)에 효과

Approach)를 수립해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개발을 하는 한편 국내외 인도적 지원 행

하고자 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은 재난 위험 경감, 장기 난민 대응, 식량 위기

위자(actor)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등 분야별 접근 방식을 취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기구와

전반의 이슈와 한국 ODA 이행의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목

글로벌 NGO들과 협업하는 등 질적으로 전문화된 양상을 보인다. 2016년에

소리를 내고 있다.

는 한국 NGO 최초로 글로벌 긴급구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유엔 인도주의

다음 장에서는 굿네이버스가 3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조직, 인도적 지원,

대응기지(UNHRD, UN Humanitarian Response Depot)와 기술협정서를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정책옹호주창활동과 네트워크 등 다섯 분야로 분류하

체결하기도 했다.

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한다.

한편 사회적경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경영의 필요성을 실감한
굿네이버스는 2017년 사회적기업단을 거쳐 2019년 2월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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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글로벌 Top 10 NGO로 성장한 굿네이버스의 조직 변천사

장

글로벌 Top 10 NGO를
향한 거버넌스 구축

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2년 해외 첫 긴급구호사업을 시작으로 4개 권역 39
개 사업국을 둔 글로벌 개발 NGO로의 성장과,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모금
국 확장, 그리고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 설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 운영 전략을 분석한다. 아울러 글로벌 Top 10을 넘어 Top 5
로 나아가기 위해 굿네이버스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노력도
살펴본다.

1.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조직의 변천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체계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웃사
랑회 국제본부(Good Neighbors International) 설립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설립, 그리고 현재의 GPC 체제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과거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1991년 3월 정회원 128명으로 출범한 한국이웃사랑회(영문명 Good
Neighbors)는 같은 해 6월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취득하
고 한국 토종 국제개발 NGO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었다. 1992년 1월 방글
라데시에서 굿네이버스의 첫 해외구호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소
말리아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국제기구에 굿네이버스를
인식시킨 것은 1994년 8월이었다. 한국 NGO 최초로 자이르(현 콩고민주공
화국) 고마 지역에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고마
UNHCR의 파트너로 이름을 등록한 것이다.
1995년은 굿네이버스가 글로벌 NGO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일본 고베 지진 긴급구호로 새해를 시작해 3월에는 한국 무상원조
대표 집행기관인 코이카의 협력 파트너로 등록하였다. 이어 르완다 난민촌
상설사무소와 르완다지부를 개소하며 현지에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구호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5월에는 미국 굿네이버
스를 펜실베이니아주 정부 NGO로 등록하며 국제 NGO로서의 면모를 갖추
었다. 이 외에도 케냐지부와 대북사업을 위한 중국 단둥지부를 개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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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년 만에 개도국 현지에 3개 지부(방글라데시·르완다·케냐)를 개설하
고 다양한 해외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며 국제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이후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NGO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국제사회에 존재를 확실히 인식시킨 굿네이버스는 이듬해인 1997

국제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굿네이버스는 이를 수행할 별도의 단체

년 미국 뉴욕에 유엔연락사무소(UN Liaison Office)를 개소하고 유엔 본부에

(entity)를 한국에 설립하였다. 1996년 3월 출범한 이웃사랑회 국제본부(영문명

서 논의되는 개발협력 이슈와 국제 NGO들의 사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

Good Neighbors International)가 그것이다. 이웃사랑회 국제본부는 한국·미국·

동을 시작했다. 글로벌 NGO로서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

대만 등 3개국 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와 국제사무국과 현장 사업을 수행·지

한 노력의 첫발을 뗀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굿네이버스는 1996년 10월 18일 유

원하기 위한 사업국, 모금국을 두며 국제조직으로서의 적절한 면모를 갖추었다.

엔개발계획(UNDP)과 세계 빈곤 퇴치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창립 초기부터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과 가장 절망적인 곳에

1997년 5월에는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

서 지원이 필요한 빈민, 그리고 자연 재난 지역 피해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하여 세계아동평화상 행사를 주최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개시하

집중한 굿네이버스의 활약은 UN ECOSOC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

였다. 사업 국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1997년 에티오피아지부 설립, 1998년 타

결과 굿네이버스는 창립 6년째인 1996년 8월 UN ECOSOC로부터 NGO 최

지키스탄지부 설립, 1999년 코소보 난민 지원과 터키 지진 긴급구호 등 창립

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한국 NGO 최초로 획득하였다.

10년째인 2000년까지 5개국 지부와 12개국에서 사업을２ 수행하였다.
2000년 MDGs가 채택된 이후 굿네이버스는 2001년에 네팔지부를 개
소하였다. 또한 같은 해 미국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시작되어 난민이 발생하자 긴급구호를 위해 파키스탄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
였다. 이 활동은 이듬해인 2002년 2월 아프가니스탄지부 개소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굿네이버스는 해외 지역에서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이미 설립된 해외지
부를 통한 인도적 구호개발사업을 지속하였다.
굿네이버스의 조직 변천사에서 2002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가 기존의 영문 명칭인 ‘Good
Neighbors’를 국문 명칭 ‘굿네이버스’로 통일하며 통합 CI를 리뉴얼하였다.
하지만 국내사업 목적의 법인체인 ‘사회복지법인’으로는 해외 구호개발사업
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년 8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
지법인과 별도로 해외구호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체인 ‘사단법인 굿네이
버스 인터내셔날’을 설립해 외교통상부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
지법인 굿네이버스는 국내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
내셔날은 해외 구호개발사업과 대북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체계로 법인이 이
원화되었다.

이웃사랑회 국제본부 설립
(<좋은이웃> 회지 1996년도 3,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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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포괄적협의지위 획득 관련
주유엔대표부 보도 자료

２	5개의 지부(방글라데시, 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외에 소말리아, 일본, 북한, 코소보, 터키,
네팔, 몽골 등 일회성 긴급구호 및 지속적 구호개발사업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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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과 베트남 홍수 긴급구호, 2007년 인도
1991

1996

2002

이웃사랑회국제본부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사업부

2003

2006

네시아 집중호우와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긴급구호, 2008년 중국 쓰촨성 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명칭 변경)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업운영본부
(국내·국제사업)

•사업운영본부

•국제협력본부

2007	- UN MDGs Award 수상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

1994	르완다 난민 구호
(UNHCR 협력)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996	- UN ECOSOC 포괄적협의
		
지위 획득
		
- UN Liaison Office 개소

2008	- 굿네이버스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설치
- 굿네이버스
비전 2020 선포

국내사업 중심 수행
2020 현재

2011

2017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해외권역본부
- 아시아 중남미 권역(2011)
- 아프리카 권역(2009)

2010 WFP 초청 연례

NGO 자문회의 참석

GN GPC

▶

해외권역코디네이터(3개) 신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국제개발본부(사회적경제팀
→ 2017.09 사회적기업단)
•국제협력실(GPC) 연계)
해외권역본부(3개) 폐지


2020 현재

GN GPC

법인

•해당 법인 산하부서



해외 권역 오피스

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연락사무소(UN Liaison Office) 기능을
보강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2008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
협력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즈음 해외지부의 비약적 증가로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조직 개편

GN GPC

▶

GN GPC KOREA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국제사업본부
•국제개발정책센터
•국제협력실
•사회적기업단(GPC 연계)

제네바국제협력사무소
▶ GCDC
▶ 해외권역코디네이터(4개)
▶ 국제개발정책센터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국제사업본부
•국제개발정책센터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국제사업본부

▶ 글로벌

오피스

먼저 굿네이버스는 2010년 기존 국제협력본부를 해외지부와 해외사업
을 총괄하는 국제본부(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로 격상시켰다. 코
이카기금사업, 해외 자원봉사자 파견 등 한국에서 수행하는 해외 관련 사업
은 국내사업 부서인 사업운영본부가 관할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
년 다시 국제협력본부가 해외지부와 사업, 한국기금 관련 해외사업을 총괄 조
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의 시초가 된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
GNGIF

□

다. 한편 ‘MDGs Award’ 수상 이후 굿네이버스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한 노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역량개발센터[GCDC]
신설
* Int'l Steering Committe[ISC]
설치 운영
▶

2019

준히 전개하며 긴급구호 전문 NGO로서 전 세계 고통받는 인류의 벗이 되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

글로벌파트너십센터
[GN GPC] 미국

•국제협력본부
(IHQ/GNK 기능)
•사회적기업사업단
(적정기술)


2018

지진 긴급구호 등 빈번해지는 자연 재난 현장 주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꾸

GNGIF

* 글로벌 심의/ 의결 기구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조직 변화(2020.10. 국제개발정책센터 작성)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신설하였다.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한 해외지부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해외권역본부를 신설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또다시 이뤄진 조직 개편에서는 기존 국제협력본부 중심의
총괄조직체계를 기획실(모금국 관리), 국제협력본부(해외사업), 회원실(결연
총괄), 홍보실(영문 발간물), 경영지원실(총무·인사)로 세분화하여 각 부서에
IHQ의 기능을 분산하였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2000년 새로운 모금국으로 일본 굿네이버스를
설립하였고, 2007년에는 미국 굿네이버스를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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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노력은 변화를 거듭하
면서 글로벌 Top 10 NGO의 위상에 맞는 체계 모색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3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로 분리된 굿네이버스는 제2의 도약을

년에는 ‘굿네이버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

맞게 된다. 전체 39개 해외 지부 중 13개 지부가 2004년부터 2007년 11월 사

로 향후 국제본부의 독립적 운영과 모금국의 역량 강화, 해외 인력 양성 등을

이에 설립되며 비약적인 확대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이들 세계 각지의 지부에

위해 국제협력센터와 국제경영팀(실)을 별도 신설하였다.

서 공통적으로 수행한 아동 대상 교육사업은 굿네이버스가 ‘보편적 초등교육

2017년은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중요한 전기가 된

달성’ 목표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MDGs Award’ 수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

해로 평가할 수 있다. 35개국에 달하는 해외지부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2004년 이란 밤 시티 지진 긴급구호와 스리랑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모금국에서 후원금과 재원 확보, 그리고 투명하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지진해일 긴급구호, 2005년 파키스탄 강진 긴급구호,

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글로벌 조직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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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조직 운영에서 도출된 교훈과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미국에

2. 39개 사업국 글로벌 개발협력 NGO로의 성장

GPC를 설립해 해외사업의 총괄 조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다. 무
엇보다 모든 해외사업국의 자산과 예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

1) 해외사업국 확장을 위한 노력

한 곳에 신속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거점을 둔 국제개발조직본부 구축이 필요

1991년 창립한 굿네이버스는 이듬해 1월 방글라데시 구호개발사업을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태국 방콕에 GCDC를 설립해 해외사업국 직원의 역

위한 해외지부 설립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량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굿네이버스 해외지부의 설립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긴

2017년에는 GPC 설립과 함께 대륙별 해외지부의 유기적 관리와 지

급구호에서 장기 재건을 위한 사업국 개소 형태로, 르완다·아프가니스탄·인

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기

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아이티·칠레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신규 사

존 3개 해외권역본부를 해외권역코디네이터로 개편하는 한편 굿네이버스

업국 개발 전략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선교사 포함) 연계로 개소한 형태이다.

한국의 국제협력실이 GPC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개

이들 유형은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네팔·캄보디아·베트남·이집트·미얀마·몽

발본부를 국제사업본부로 재편하고 국제개발정책센터를 설립해 싱크탱크

골·인도·필리핀·차드 등이다. 마지막은 기금 연계 및 사업 기반 확대 전략에 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신설된 사회적기업사업단을

른 사업국 개소 형태이다. 여기에는 케냐·에티오피아·탄자니아·과테말라·말

사회적기업단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GPC와 연계한 전체 개발협력 모델

라위·파라과이·라오스·잠비아·니제르·모잠비크·카메룬·키르기즈공화국·우간

을 확산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미국에 본부를 둔 GPC가 대한민국에 있는

다·남수단·니카라과·엘살바로드·가나·요르단 등이 있다.

굿네이버스의 정책 본부 역할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
년 미국 GPC와 연락 업무를 담당했던 국제협력실을 승계한 GPC 한국사무

해외사업국 설립 현황 및 주요 정보
국가명

영문명

법인 형태

설립 연월*

NGO 등록
연도

최초 책임자

현 책임자
(2020년 기준)

방글라데시

Bangladesh

INGO

1992. 01.

1996. 08.

이득수

M. Mainuddin
Mainul

기존 사회적기업단을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로 독립시키

르완다

Rwanda

INGO

1995. 03.

2000. 08.

이상숙

최은영

기에 이른다.

케냐

Kenya

I/LNGO

1995. 05.

1995. 12.

이혜옥

허남운

에티오피아

Ethiopia

INGO

1997. 07.

1997. 07.

김상욱

장성계

타지키스탄

Tajikistan

I/LNGO

1998. 03.

1998. 07.

이병찬

원일형

네팔

Nepal

I/LNGO

2001. 09.

2002. 11.

정도용

노재균

소(GPC Korea)를 설립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정책 본부 역할을 맡게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이 중요해짐에 따라

굿네이버스의 거버넌스 구축은 2020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중
에서도 2017년 설립한 GPC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20년
미국 GPC는 재정 본부로, GPC 한국사무소는 GPC의 연락사무소이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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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INGO

2002. 08.

2002. 04.

정금선

Naquib Dalili

본부로, 태국 GCDC는 해외사업국 인력의 역량 강화 거점으로, 4개 해외권역

캄보디아

Cambodia

INGO

2004. 04.

2005. 06.

이동명

장동원

코디네이터는 해외지부의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 체계로서 제네바 국제협력사

베트남

Vietnam

INGO

2005. 01.

2005. 06.

이보용

박동철

무소와 함께 글로벌 조직체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경

인도네시아

Indonesia

I/LNGO

2005. 03.

2006. 07.

어스틴 채

Setyo
Warsono

제모델의 연구와 확산을 위해 설립한 GIF는 미래 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심

이집트

Egypt

LNGO

2005. 03.

2010.

정병훈

종결

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리랑카

Sri Lanka

INGO

2005. 04.

2005. 10.

안용식

Nimal
Dassanayake

탄자니아

Tanzania

INGO

2005. 08.

2005. 11.

방성철

안형구

몽골

Mongolia

INGO

2005. 11.

2006. 05.

허성조

조순형

파키스탄

Pakistan

MOU

2006. 06.

-

송기정

현지 단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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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영문명

법인 형태

설립 연월*

NGO 등록
연도

최초 책임자

현 책임자
(2020년 기준)

미얀마

Myanmar

INGO

2006. 08.

2009.
12.(LoA)
2012. 07.
(INGO)

맹갑균

장은창

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 기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부터
분리된 이후 2005년 한 해 동안 6개 사업국이 개설됐다. 그리고 2013년에 이르
러서는 2004년의 3배에 달하는 30개 사업국이 개설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인도

India

LNGO

2007. 02.

2008. 10.

정호진

Muniraj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국 확대 결과 2020년 사업국 수는 39개국에 달하게 되

필리핀

Philippines

I/LNGO

2007. 05.

2009. 02.

황일주

김대현

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 수의 변화에서도 관찰된다. 2004년까지 매년 평

차드

Chad

INGO

2007. 09.

2007. 10.

박근선

이유진

균 3~4개씩 증가하던 사업장은 2005년 시작된 사업국의 비약적 확대와 함께

예멘

Yemen

INGO

2007. 11.

2008. 08.

정외식

종결

과테말라

Guatemala

LNGO

2008. 04.

2008. 08.

박성락

이재춘

말라위

Malawi

INGO

2008. 11.

2009. 12.

김선

최주용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
Republic

LNGO

2010. 03.

2010. 02.

조향

윤지용

아이티

Haiti

INGO

2010. 04.

2011. 08.

노경후

Eli Kuan

파라과이

Paraguay

LNGO

2010. 05.

2012.

류경희

이병희

2006년 이후 매년 20개 수준의 증가세를 보여 2020년 212개에 달하게 된다.

Global Alliance

칠레

Chile

LNGO

2011. 02.

2011. 09.

박병선

Sergio
Laurenti

라오스

Laos

INGO

2012. 06.

2012. 07.

문성원

최용기

잠비아**

Zambia

INGO

2012. 07.

2012. 06.

신은혜

이재웅

니제르

Niger

INGO

2012. 09.

2012. 09.

노재균

안승진

모잠비크

Mozambique INGO

2014. 03.

2014. 07.

김연수

오세인

카메룬

Cameroon

INGO

2014. 03.

2014. 12.

조아라

조아라

키르기즈
공화국

Kyrgyz
Republic

INGO

2014. 07.

2014. 12.

원일형

전홍수

우간다

Uganda

I/LNGO

2014. 10.

남수단**

South Sudan

INGO

2015. 03.

니카라과

Nicaragua

INGO

엘살바도르

El Salvador

가나
요르단

사업장 수

(단위: 개)

한국

■ 글로벌오피스 ■ 모금국 ■ 사업국

Global Alliance

39
37

204

210

212

108

109

119

2015

2018

2020
추정

159

35
* 도약단계(+8개국):
희망학교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 5개국 증가

26

(단위: 개)

90

22
* 2019년 GIF 설립
* 2017년 GPC, GCDC 개소
8

2015. 04.

박성현

최석현

2013. 10.

최은영

허남운

2015. 05.

2016. 03.

박혜정

박혜정

LNGO

2016. 01.

2018. 06.

황세연

Lilian Lopez

Ghana

INGO

2016. 02.

2016. 09.

윤으뜸

서일원

Jordan

INGO 등록
진행 중

2020. 03.

(진행 중)

진미영

진미영

*지부 설립 연월은 인력 파견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리함.
**도미니카공화국, 잠비아, 남수단의 경우 긴급구호 수행 거점 확보 및 권역본부의 신규 국가 추진 등으로 NGO 등록 주체와 현장
수행 인력 파견 시점이 상이함.

굿네이버스 국제사업의 역사에서 사업국이 확대되는 과정은 창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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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데시지부를 설립한 이후 2004년까지 8개 사업국이 설립되었다. 이어 2003

3
2

3
2

3
2

2008

2011

2015

5
3

68

85

2008

2011

4

2018

2020
추정

사업국 및 사업장 증가 추이

해외사업국 및 사업장 증가 추이
구분

(단위: 개)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사업국 수

-

1

1

1

3

3

4

5

5

5

사업장 수

-

1

4

5

7

9

13

17

23

21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4년까지 완만한 확대기를 지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21개 사

권역본부 수

-

-

-

-

-

-

-

-

1

1

업국이 설립되는 도약기, 그리고 2020년까지 10개의 사업국이 개설되는 지속

사업국 수*

6

7

7

8

14

16

20

22

22

25

적 확대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2년 굿네이버스 첫 사업국으로 방

사업장 수

24

27

31

33

40

64

71

90

10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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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

3

3

3

3

3

3

3

4

4

사업국 수*

26

29

29

33

35

37

37

37

37

39

사업장 수

159

171

172

186

204

195

192

210

199

212

권역본부 수
(권역 코디네이터)

구분

인력
국내직원

해외직원
파견직

현지직원

해외직원 소계

전체직원
합계

2008

452

22

496

518

970

2011

1,283

43

1,314

1,357

2,640

2015

1,129

80

2,421

2,501

3,630

직원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사업국이 부재했던 1991년 굿

2018

1,354

75

2,345

2,420

3,774

네이버스는 국내 직원 8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2년 방글라데시

2020

1,449

101

2,480

2,581

4,030

지부 설립과 함께 파견직 1명, 현지 직원 18명을 충원하며 전체 36명으로 대

• 해외 현지 직원: 직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직원 수를 재산정함(기준: 정규직 및 계약직 full-time 직원, 파트타임·

*사업국 수는 p.181 해외사업국 설립 현황 및 주요 정보 기준으로 재정리함.

자원봉사자 미포함)

폭 증가된 이래 2010년에는 1,061명에 이른다. 이러한 인력 확대는 굿네이버
스가 사업의 현지화를 지향하는 정책 아래 현지 직원을 활발히 채용한 결과
이다. 이후 현지 직원과 파견직의 지속적인 증가, 모금국 제네바 국제협력사무
소, GIF, 권역본부의 운영이 더해지면서 2020년 기준 2,581명이 근무하는 글

(단위: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파견직**

-

1

3

3

6

5

5

5

7

7

현지 직원

-

18

48

94

143

104

89

82

100

128

-

19

51

97

149

109

94

87

107

135

구분
해
외
계

로벌 NGO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파견직**

6

11

12

11

17

21

22

22

23

39

현지 직원

87

113

142

199

260

375

424

496

606

1,022

93

124

154

210

277

396

446

518

629

1,06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해
외
계

Global alliance 직원 수(한국 제외)

(단위: 명)

구분

■ 파견직 ■ 현지직원 ■ 총 해외직원

2,501
2,421

2,420
2,345

2,581
2,480

해 파견직**
외
현지 직원

43

64

73

80

80

103

79

75

123

101

1,314

1,561

1,827

2,192

2,421

2,325

2,346

2,345

2,213

2,480

계

1,357

1,625

1,900

2,272

2,501

2,428

2,425

2,420

2,336

2,581

• 해외 파견직**: 전임 지부장, 협력 지부장, 전임 사무장, 커뮤니케이터

해외사업국 확대와 함께 굿네이버스는 본부와 사업국 간의 효율적 커뮤
1,357
1,314

니케이션과 지원 협력을 위해 2009년 아프리카 권역본부를 시작으로 2011년
아사아와 중남미 권역본부를 설립했다. 권역본부는 여러 대륙에 분산된 사업

2008~2018년
Global 직원 수
1,705명(324%) 증가

국과 본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과 권역 내 해외지부를 관
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8년에 3개 권역 37개국으로 사업국을 넓

518
496

혀간 굿네이버스는 해외권역본부를 해외권역코디네이터로 전환하고 지부를
22

43

80

75

101

2008

2011

2015

2018

2020

본부와 해외지부(사업국)로 명명하면서 상하 관계로 인식되는 것을 지양하였
다. 이를 통해 사업국(해외지부)이 굿네이버스의 파트너로서 중장기적으로 자

굿네이버스 파견직 및 현지 직원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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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로써 사업국은 굿네이버스 파트너의 위상과 함께 책임도 강화되는 변
혁을 이뤘다. ‘사업국’이라는 명칭은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본

굿네이버스 4개 권역별 사업국 현황

부-지부’라는 기존 계통관리체계(line management)를 글로벌 오피스-파트너

•아프리카 권역: 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차드, 말라위, 남수단, 니제

로 구분하는 파트너십 체계로 전환됐음을 뜻한다. 즉 이는 각 파트너 국가에

르,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가나 13개 사업국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반영인 것이다.

•중남미 권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파라과이, 칠레, 니카라과, 엘살
바도르 7개 사업국
•동아시아 권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태

GN Governance

국, 중국 9개 사업국
•서아시아 권역: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회원국 분류

스리랑카, 네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10개 사업국
거버넌스

Program Country
(프로젝트)
▶ 현지

운영위원회 초기 단계

▶ 모든 사업 수행, 재정 집행

본부관리

이후 2019년 아시아 권역이 2개로 분리되어 현재 4개의 해외권역코디
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해외권역코디네이션 오피스는 파트너십 국가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사업국 대표의 인사평가, 모
니터링 및 이슈 관리를 포함한 사업국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와 지원 역할을

자

기금기여도

▶ 본부예산에

의존하는 형태

운영위원회 or

현지 이사회 초기 단계
▶ 모든

안전 본부 승인 득함

▶ 자체적인

조직운영예산확보X

Alliance Country
(준독립국)
▶ 예산/사업/조직운영

전 안건

현지 이사회의 논의

모금액의 1% 미만
기여 (최근 2년간 연간 실적)

Core Alliance Country
(독립국)
▶ 예산/사업/조직운영


전 안건
현지이사회의 승인
▶ GPC와는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쉽 관계 유지

▶ 전기관

▶ 전
 기관

모금액의 1% 미만
기여 (최근 2년간 연간 실적)

▶ 가치체계,


▶ 가치체계,

▶ 가치체계,


▶ Program/Field


▶ Program/Field

▶ I nternational Board에서 각

요
건
조직역량

▶ 신생사업국/취약국가
▶ 단편적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수행국가

Finance) 거점 국가를 지정해 운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해외권역코디네이
도출을 목표로 구조 및 기능의 확대와 혁신적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

▶ 현지


▶ 다른

사업국의예산에기여X

격

수행하고 있다. 또한 GPC 중점 사업 부문별(사회적경제, GIK, Global 기금,
션 오피스는 ‘비전 2030’ 아래 권역 중심 운영 구조 강화와 중점 분야별 성과

Field Country
(지부)

권한

▶Program/Field

Country

위원회 각 사업국 1인
대표의석 확보

거버넌스,
조직/인적관리, 사업수행,
재정관리, 네트워크 총 6가지
항목에서 타 사업국/모금국
의존도 강한 국가
Country
위원회 각 사업국 1인
대표의석 확보

거버넌스,
조직/인적관리, 사업수행,
재정관리, 네트워크 총 6가지
항목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 획득 국가
Country
위원회 각 사업국 1인
대표의석 확보

거버넌스, 조직/인
적관리, 사업수행, 재정관리,
네트워크 총 6가지항목에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
국/ 모금국

사업국 1대표의석 확보
▶ 자
 체적인지부대표임명/해임권
▶ 연
 사업/예산 계획 자체승인

를 통해 사업국이 GPC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십

▶ 자
 체적인 사업운영

체제에 책임을 다하며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거버넌스

파트너십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노력은 2017년 독립적

026

2) 사업국의 현지화를 추구하다

지위를 가지는 조직과 단체를 연결하는 ‘Alliance(연합 혹은 동맹)’ 프레임워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조직체계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확대 과정에 있는

크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굿네이버스는 2013년 이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

39개 사업국 모두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991년 사업

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해왔으며, 2017년 GPC를 설치

초기부터 혼용해 사용해온 지부(사업국)체제는 1996년 국제본부 설립에 따라

해 당시 37개(2016년 기준)에 달하는 사업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했다. 구체적

운영 구조를 바꾸었다. 이후 법인 운영 조직체계 변경과 리더십, 거버넌스의 현

으로 사업국의 사업 운영 역량, 재정 자립 기반, 거버넌스 현지화 정도에 따라

지인 체제 구축, 운영 기금의 다각화 등 사업의 현지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

파트너십 단계를 ‘Program Country’, ‘Field Country’, ‘Alliance Country’,

었다. 이는 2007년 ‘MDGs Award’ 수상, 2008년 ‘비전 2020’ 선포를 계기로

‘Core Alliance Country’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장

글로벌 운영체계 수립 로드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GPC 설립을 계기

과 사업국이 ‘비전 2030’ 아래에서 상위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로 마침내 본격적으로 파트너십 국가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

이행하고 있다.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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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국이 성장하고 기금 다각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중심의 예산 기획

3. 모금국 확장과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설립

뿐 아니라 해외 모금국의 개발 계획을 현실화하고 송금 계획을 약정하는 글
로벌 예산 통합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모금국에 대한 예산 조정

1) 모금국 확장을 위한 노력

기능 외에 연 사업계획 검토, 지원금 승인과 모금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 추가

국제 NGO를 지향한 굿네이버스가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

기금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해외 모금국의 안정화

로 추구하는 것은 모금국의 확장이다. 모금국 확장은 1차적으로 사업국과 긴

와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급 재난 지역의 지원 협력에 가장 중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굿네이버스의 해외 모금국 확장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웃사랑

갖는다. 아울러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함으로써 해

운동(굿네이버스 무브먼트)’을 통해 굿네이버스의 사명을 개도국뿐 아니라 해

당 국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

외 모금국과 향후 굿네이버스가 활동할 모든 나라에 확장할 수 있다. 즉 굿네

를 습득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버스가 활동하는 모든 나라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개념을 넘어 서

이러한 고민으로 1995년 5월, 아직 초기였던 한국 굿네이버스 상황에

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겠다는 사명을 구현하게 된다. 선진국

서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NGO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NGO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순수한 일반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설립 초기

2000년에는 두 번째 해외 모금국으로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했으며, 2011년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십시일반의 모금과 봉사 정신

2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굿네이버스 일본은 2000

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년 2월 6일 요코하마에서 창립해 2002년 오사카에서 NGO 등록을 하였

둘째, 해외 모금국 확대는 굿네이버스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다. 굿

고 2007년 도쿄로 이전해 2013년 11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Certified

네이버스는 이미 사업 규모, 사업국과 사업장 규모에서 글로벌 Top 10 NGO의

NPO) 지위를 획득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약 5만 개의 비영리단체(NPO) 중

면모를 갖추었으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995

굿네이버스 일본을 포함하여 약 0.5%에 해당하는 245개 단체만이 인정특정

년 미국 사무소 개소 이후 주춤했던 해외 모금국 개소가 2018년 급물살을 탄

비영리활동법인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굿네이버스가 일본 사회에서 공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월드비전(World Vision),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단체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굿네이버스는 이후 모금국 확

Children),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등과 같은 국제 NGO들 역

대를 지속한 결과 2017년 캐나다, 2018년 호주, 그리고 2019년 대만과 영국,

시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에 기반을 둔 NGO가 해외 선진국

2020년 멕시코에 모금국을 개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에 사무소를 개설한 전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굿네이버스가 대한민국 토
종 NGO로서 2020년 8개국에 사무소를 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모금국 개설 현황
구분
모금국 수
구분
모금국 수
구분
모금국 수

(단위: 개)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끝으로 해외 모금국 개소는 단순히 해당 국가 시민사회의 모금과 결연

1

1

1

1

2

2

2

2

2

2

사업 외에 모금국 정부의 풍부한 재원과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

3

3

3

3

3

3

3

3

3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

3

3

3

3

3

4(캐나다 5(호주 신설) 7(영국, 대만
신설)
신설)

8(멕시코
신설 )

• 한국: 1991년부터 포함
• 미국: 1995년* 굿네이버스 미국 설립(U.S.A 펜실베니아주 정부에 NGO 등록), 2008년 LA 등록, 2011년 워싱턴 디씨 사무소 , 2020년 현재 LA 위치
• 일본: 2000년 요코하마 일본이웃사랑회 창립, 2002년** 오사카 NGO 등록, 2007년 도쿄 이전, 2013년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Certified NPO)’ 지위 획득
• 모금국 개설은 현지 정부 등록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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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정책적 결정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ODA 등 규모 있는 기금들을 현장 사업에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현지에서 NGO 등록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선진국은
자국 기반 NGO와의 협력사업과 원조 집행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선진국
원조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은 한국에 기반을 둔 굿네이버스로서는 일종의
장벽과 같았다. 하지만 모금국에 등록된 굿네이버스 사무소는 해당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파트너 자격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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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 설립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증대사업을 결합한 ‘사회적경제개발사업’ 모델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그리
고 2017년에는 국제개발본부의 팀에 머물렀던 조직을 사업단으로 독립시켰

굿네이버스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는 일회성

다. 2011년 최초로 설립되었다가 이듬해 병합된 사회적기업사업단이 다시 강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사업 모델 구축이다. 이러한 모델의 시작

화된 것이다. ‘사회적기업단’ 설립은 과거와 달리 굿네이버스가 본격적으로 사

은 1998년 대북지원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사회가 경제난에 허

회적경제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국내 사회적

덕이는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에 머물렀을 때 굿네이

경제사업과 해외 소득증대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버스는 젖소 200마리를 지원하면서 목장 개발과 관리 인원의 역량 강화, 우

인식하고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 가공 공장 지원 등 지역개발 관점에서 패키지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패키

2019년 설립된 GIF는 소외계층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문제 해결과 삶

지형 젖소지원사업은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역개발 모델 개발에 소중

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자산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국에서 지역 주민의 생산성 확대와 가치사슬 구현을 통해

굿네이버스가 사회적경제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GIF를 설립한 것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사업,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은 2019년 2월이지만, 전신은 이미 10년 전에 출발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 최하위 소득 계층인 조합원들의

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한 굿네이버스는 2009년 사업 방향성 설정에 사회적기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업 설립을 포함시켰고, 이듬해인 2011년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조직했다. 하지

접근성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만 당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적정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개발 분
야에서는 별도로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되었다.

GIF는 향후 유엔 SDGs 이행에 핵심적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GIF와 그 전신인 사회적기업사업단이 개발한 사회적경제모델은 축열기

굿네이버스는 2013년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의 전초로 해외지부의 소득

지세이버(G-saver)를 보급하는 몽골(Good Sharing), 약초 소득증대사업을

증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

추진한 네팔(H-Plant), 태양광을 이용한 적정기술을 활성화시키는 캄보디아

록 사업국 예산 사용 규정과 시행 조직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14년에는 국

(Good Solar Innovation), 커피조합과 협력하는 르완다(Cafe de Gisagara),

제개발본부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해 기존 활동 분야인 적정기술사업에 소득

채소생산자조합과 협업하는 베트남(Cooplus) 등에서 성과를 확인하였다. 굿
네이버스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 설립 연혁
설립

조직

활동

2009. 10.

기획실 대외협력팀

신규 사업 연구 분야와 사회적기업 설립 분야로 나누어 사업 방향을 설정

2011. 01.

사회적기업사업단

사회적경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 사업단 조직

2012. 01.

국제협력실 대외협력팀 적정기술사업에 ODA 사업을 연계해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으로 방향성을 구축하여 사업지원체계 형성

2013. 05.

국제협력실 적정기술
사업팀

2014. 02.

국제개발본부 사회적 기존 활동 분야인 적정기술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이 추가됨으로써 포괄적 의미의 ‘사회적경제개발사업’ 분야로
경제팀
영역 확장

2017. 05.

사회적기업단

국내 사회적경제사업 및 해외 소득증대사업 진행을 위한 GN 미래 성장 동력 구축

2019. 02.

GIF

고유목적사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액금융기관(MFI, Microfinance Institutions)의 전문 운영과 사업
개발 및 기타 사업(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과 가치 창출 및 재투자 구조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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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해외 사회적기업을 직접 투자·설립할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과 정관 변경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 해외 지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개발사업장 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국 예산 사용 규정 및 시행 조직구조 마련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에 두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모델은
‘비전 2030’의 핵심축이며, GIF는 비전 실현의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4. 글로벌 TOP 10 NGO를 향한 경영구조와
거버넌스 구축
1) 유엔과의 협력체계 구축
설립 초기 굿네이버스는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 촉구를 위한 정책옹호활
동으로 활발한 강연과 전문가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하면서 미국 내에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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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6년 UN ECOSOC 최상위 지위인 포괄

2) 글로벌파트너십센터(GPC) 및 글로벌역량개발센터(GCDC) 설립

적협의지위를 획득하며 미국 중심의 정책옹호활동의 중요성과 유엔과의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변화는 2010년 사단법인 굿네

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당시 UN ECOSOC로부터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한

관할하는 국제본부인 국제협력본부(IHQ )의 역할을 분리하면서 이뤄졌다고

국 최초이자 유일의 국제 NGO로 유엔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신규

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전후 해외지부와 사업장 수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과 수행, 논의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제 NGO

운데 해외지부 운영 지원 기능과 굿네이버스 한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

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유엔연락사무소

업 운영을 분리할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GPC가 설립되는 2017년까

를 개소하고 첫 연락관(Good Neighbors UN Liaison Officer)을 임명하였다.

지 내부 조직이 신설·통합·분리되는 과정은 사업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유엔연락사무소는 유엔의 주요 일정, 회의 모니터링과 참석, 보고서 작

굿네이버스의 도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성과 유엔 연락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굿네이버스는 빈곤 퇴치와

GPC의 모태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웃사랑회 국제본

경제발전, 긴급구호 등 국제사회의 지구촌 재난과 공동의 도전 과제 극복을

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임의단체로 사무국, 모금국, 사업국 구조를 갖추었

위한 노력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슈

다. 이후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10년에는 사단법인 굿

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학습해 짧은 역사에도 글로벌 Top 10 NGO로 성

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산하 국제협력본부로 재출발하며 GPC의 구체적인 윤

장할 수 있었다.

곽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국제협력본부와

2007년은 굿네이버스 역사에서 또 한 번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해였다.

사업운영본부를 통합하고 IHQ 기능을 각 부서로 분산시키는 과정이 이어졌

유엔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굿네이버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확립 프로젝트’

주저하지 않고 헌신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MDGs Award’를 수상한 것이다.

컨설팅에서 향후 국제협력본부 독립 운영의 중요성과 분리 가능한 조직 신설

MDGs Award 수상은 굿네이버스를 다시 한번 국제 NGO로 인식시키는 계

의 필요성을 인식한 굿네이버스는 GPC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그 결과 2017

기가 되었다. 아울러 2008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는 스

년 미국에 기반을 둔 GPC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과 분리되었다.

위스 제네바에 국제협력사무소를 개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사령탑 기능은 GPC가 수행하고 사단법인 굿네이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는 아동권리와 인권 관련 위원회 참관 및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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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스 인터내셔날 내에 국제사업을 위한 사업운영본부(GNK)와 해외지부를

버스 인터내셔날은 모금에 집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수립되었다.

링, 정책옹호활동,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기

하지만 GPC를 설립했다 해도 대한민국 토종 NGO를 자부해온 굿네이

서 수집된 정보와 보고서는 굿네이버스가 글로벌 Top 10 NGO로 발전하는

버스가 모든 본부 기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글로벌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가 수집한 자료는 한국 시

거버넌스의 사령탑을 미국에 두게 된 배경은 사업의 운영·지원·관리의 핵심인

민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사료가 되었다. 아울러 굿네이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 본부로서의 기능만

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위원회와 회의체에 참석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인

GPC에 부여하고, 2019년 한국에 GPC Korea를 설립해 행정·정책 본부체계

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굿네이버스의 주요 활동이 된 난민 지

를 갖추었다.

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이 여기에서 이뤄졌다. 또한 정책옹호활동 측면에

GPC 설립과 함께 의사 결정 구조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도

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협력 활성화,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정부 및

병행되었다. 2017년 GPC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GPC Board를 두고 정책 검

국제기구 활동 등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토와 조정 기구로 ISC를 설치했다. 또한 그 아래 39개 사업국을 파트너십에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굿네이버스를 아시아 대표 NGO로 인식시

기반하여 Program, Field, Alliance, Core-Alliance Country로 설정하는 구

키기에 충분하였다.

조를 구축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의사 결정 구조는 2019년에 다시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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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Board of Directors를 두고 그 아래 President를 두

GPC 글로벌 거버넌스 의사 결정 구조의 변화*

는 한편, 기존 체계의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ISC, Audit, Advisor를 유지해
[ Good Neighbors Operation Structure (Prospective blueprint)]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파트너십

<Current Structure>

을 강조한 것이다.

GNI General Assembly
GNI Board (Corporate)
President

글로벌 거버넌스 완성의 또 다른 핵심축은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둔
Fundraising Capacity Enhancement
Support New Offices
IHQ Board member included

GCDC이다. 2017년 미국에 GPC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체

Support Country

계 구축에 나선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사업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Geneva Iint’l Cooperation Office

GCDC를 설립하였다. GCDC는 설립 이후부터 현지화 전략에 맞춰 사업

IHQ
Operation
Management
Capacity
Enhancement
Budget Adjustment

국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현

Establish GNI ‘s international Cooperation
IHQ Board member included

Regional
Office

지 직원과 리더를 대상으로 굿네이버스 비전·리더십 교육, 로컬 거버넌스 교
Project
Operation
Reporting

Field Country

육 등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결과 기반 성과 관리(RBM, Result-Based
Management), 회계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Funding

현재 GCDC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적·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
한 개발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39개 사무소 직원

2013년 Assembly-Board-President-IHQ로 구성된 의사 결정 구조 모색

2,000여 명의 역량 개발과 훈련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굿네이
버스의 변치 않는 ‘사람 중심’ 마인드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GCDC는 사업국의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와 재무관리 훈

Decision
Making

Good Neighbors GPC Board

련을 하며, 주제별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굿네이버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며 글로
벌 거버넌스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eview &
Coordinate

2020년 현재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축으로 신설한 GPC

GN International Council (IC)
GN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ISC)

와 4개 권역 39개 사업국을 관장하는 권역코디네이터, 글로벌 오피스인 제네
바 국제협력사무소와 GCDC를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내외 환경에

Global
Operation

Program
Country

Field
Country

Alliance
Country

Field Country

Core Alliance
Country

Support
Country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IF를 설립해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 사회적경제
의 개발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모금국 확대와 사업국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굿네이버스는 2022년 완성될 글로벌 거버
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첫 굿네이버스 국제총회(GN International Council)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국 대표들이 주체적으로 글로벌 거버넌

2019년 GPC 글로벌 의사 결정 구조 완성

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2019년 굿네이버스 연례회의 자료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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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재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
장

인도적 지원

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863년 장
앙리 뒤낭의 국제적십자사(ICRC) 창설에 뿌리를 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 규약을 채택하며 현대적 체
계를 갖추었다.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는 인위적 재난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자연 재난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범주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자연 재난 대응
은 일회적·일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규모,
제도, 그리고 규범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인도적 지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냉
전 종식으로 미국과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약화
되었으나 세계 곳곳에서 인종과 종교 갈등 또는 내전으로 국지적 무력 충돌
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동시에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자연 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피해가 중첩되는 복합 위기
(complex crisis)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
었다.
굿네이버스가 활동을 시작한 1990년대 초반은 이 같은 맥락에서 국제
사회의 긴급구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때이다. 굿네이버스는 설립 초기에
인위적 재난(man-made disaster)에 대응하는 긴급구호 활동으로 인도적 지
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3년 소말리아 긴급구호사업은 전쟁에 따른 일시적
물자 배분을 시작으로, 이후 아동 대상 급식, 의료구호, 교육사업과 보건위생
사업의 필요를 파악하며 3년간 추가로 구호 개발을 진행하였다.
1994년 르완다 난민을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지역에서의 구호 활
동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인 활동이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 NGO 최초로
여덟 차례에 걸쳐 긴급의료구호팀을 파견하였다. 분쟁 지역에 의료구호팀을
파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활동으
로, 당시 한국 기반의 소규모 신생 NGO가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는 것은 매
우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박한 곳에 도움
의 손길을 내민다는 굿네이버스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르완다 긴급구호 활동
은 이후 1995년 케냐지부 개소를 시작으로 코소보, 터키, 에티오피아 등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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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
<1994년 르완다 난민긴급의료구호활동 및 협력 단체>
•	구호 활동, 기록 및 취재 						

었다. 일반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는 신속한 대응과 현장의 필요를 즉
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업국에서 인도적

이일하·김신순·이호균·한근흥·김인희·김상두·한진희(굿네이버스), 권오정(비디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확립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2004년 이란 지

오촬영), 한흥신(사진작가), 김창국(전 소말리아 선교사), 이희석(국민일보 기자),

진 긴급구호 활동을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에서 대응한 것을 시작으

이정남·백에스더(미주지역 한인의료봉사단) 등

로, 2006년 이후에는 소수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적 지

•	의료 진료 및 간호 업무						
김윤(김윤 외과의원), 윤영범(간호지원, 방주원 원장), 윤영호(선릉 필병원 임상병

원이 현지 또는 현장에 인접한 사업국에서 진행되었다.

리과 원장), 민득영·김주희·김남수·윤병철·강경원 등(한양대 의료팀), 한태희(부

같은 시기에 한국 정부도 해외 재난·재해에 관심을 갖고 긴급구호를 비

산한빛병원 원장)·이동림(간호담당)부부, 박종무(한양대 명예교수), 김의동(진해

롯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7년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복음병원 원장)박사부부 및 간호사2명, 미주지역 한인의료봉사단(윤삼혁 소아과
전문의, 정옥자·이춘실·황계순 간호사) 등
•	주요 협력 단체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듬해인 2008년 동 법령을 근거로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아프리카선교회(구호활동), 중앙일보(홍보 및 기금), 대한항공(항공편 무상지원),

(KDRT)를 파견하면서 해외 긴급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같은 해,

이랜드(구호용 의류지원) 등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하자 최초로 의료팀을 파견하기도 했다.

•	의약품 지원 단체							
동아제약, 신풍제약, 모범약국, 노엘약국, 자연당약국, 약수회, 김윤외과의원, 연
세의료원, 유니세프, 한양대학병원, 제약협회 등

이어서 2009년 인도네시아, 2010년 아이티, 2013년 필리핀 등에 지속적으로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하며 해외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 정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
려하면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활약한 굿네이버스가 한국의 해외 긴급구

2000년대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진, 해일, 홍수, 태풍, 화산 등 자연 재난

호 활동을 선도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초래한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개국에서 39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2001년 아

인도적 지원사업국 수, 사업 수

프가니스탄 난민 지원(파키스탄),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09년 스리랑카

사업국 수

사업 개수

1993

1

1

2000년대 인도적 지원사업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사업 지역 역시

1994

2

2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와 중동 등 선진국이 밀집한 유럽

1995

3

3

과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확장은 조직의 성장과 궤를

1996

2

2

1997

2

3

1998

0

0

1999

2

2

2000

1

1

와 2010년 키르기즈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자연재해대응사업이었다.

기간(연도)
초기

같이하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례와 같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이 조직의 성장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
2000년대 인도적 지원의 사업 내용은 주로 단기 사업으로, 자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단순 구호물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긴급구호

소계

1993~2000

8

14

가 재건사업으로 연계되면서 사업 활동 범주가 조금씩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

성장

2001

2

2

2002

2

2

2003

2

3

다. 긴급구호에서 재건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연계되는 경우 사업국 개
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국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038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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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2004

5

5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등 사업 대상과 활동 내용이 세분화되었다.

2005

3

3

또한 재난 직후 대응이 중점을 이룬 기존 활동과 달리, 재난 예방과 예측, 재

2006

4

4

난 이후 등 재난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는 조직 전체

2007

3

3

2008

2

2

2009

4

4

2010

8

11

17

39

작했다는 점이다. 몇몇 주요 사례에서는 단순한 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

와 직원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한 결실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인도적 지원사업 이행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담론과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행위자(actor)들과 협업을 이루기 시

소계

2001~2010

전문성 강화

2011

9

9

호 간의 비교 우위를 발판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길게는

2012

9

12

수백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actor)들과 어깨

2013

9

11

를 나란히 하며, 굿네이버스가 약 20년 만에 주요 행위자(actor)로 역할을 담당

2014

13

15

2015

12

19

2016

12

13

2017

13

16

2018

13

20

2019

14

16

2020

4

6

소계

2011~2020

36

137

총계

1993~2020

45

190

출처: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지는 현장에서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인도적 지원 담론과 규범을 논의하는 다양한 논의 체계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도 확인된다.

1. 절박한 어려움을 향한 긴급구호의 첫걸음(1993~2000)
1) 소말리아와 르완다에서 시작된 해외 긴급구호 활동
굿네이버스가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1993년 국내에서 개발

040

인도적 지원사업과 긴급구호 활동은 201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

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사랑의 굶기

는다. 먼저 사업의 수와 규모가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2011년

운동’ 준비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사랑의 굶기 운동’ 영상물 제작을 위해 아프

부터 2020년까지 총 36개국에서 137개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리카를 방문한 굿네이버스 제작팀은 소말리아 자시라 지역에서 발발한 내전

19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국에서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2001년부터 2010

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이 영상은 기독교 방

년까지 17개국에서 39개 인도적 사업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사업 수

송 <새롭게 하소서> 4,000회 특집 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굿네이버스

로 9배와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는 방송과 함께 6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2,000여 곳의 교회, 직장, 단체

둘째, 인도적 지원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을 분야(sector)

등에서 국내 결식아동 및 아프리카 기아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병행

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접근은 자연스럽게 지원

해 약 한 달 동안 1억 5,0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같은 해 10월 소말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굿네이버스가 펼치

리아에 전달되었으며 일회성 전달로 그치지 않고 난민 아동을 위한 급식사업

는 인도적 지원 활동은 훨씬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담게 되었다. 2000년대에

과 교육사업으로 연계됐다. 이듬해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공·토목 등 기

주를 이뤘던 자연 재난 긴급구호뿐 아니라 2001년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의 재

술교육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였다. 1993년

난위험경감사업(DRR, Disaster Risk Reduction), 식량위기대응사업, 난민과

소말리아에서 시작한 최초의 긴급구호 활동은 곧이어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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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이어졌다.

머지 1억 원은 다른 2개의 개발 NGO에 배분했다. 이는 <중앙일보> 기자가 현

1994년 르완다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갈등으로 80만 명의 희생

지 취재를 하며 굿네이버스의 현장 수행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추측된다.

자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끝없이 반복되는 물리

1994년 8월 11일을 시작으로 1994년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굿네이

적 충돌과 위협을 피해 주민들이 인접국으로 흩어지면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버스는 르완다 난민 지원 현장에 총 8차례에 걸쳐 97명의 의료팀 자원봉사

발생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난민촌으로 피난

자를 파견하였다. 이후 1996년 내전이 진정되고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하

온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처음으로 의료진을 해외 자원봉사

자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다시 한번 긴급구호의료팀을 파견해 임시 진료소

자로 파견하였다. 제1차 긴급구호팀은 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중심

를 운영하고, 초등교육 지원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 급식사업을 실시하였다.

으로 조직되었으며, 굿네이버스 직원들은 의료진을 돕고 행정적인 지원을 담

1996년 ‘르완다 난민구호개발사업’은 코이카 민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당하며 동행하였다.

아울러 이듬해인 1997년에 귀환 난민과 부랑 아동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

당시 한국에서는 긴급의료구호 경험을 가진 사람과 단체가 드물 때라

하면서 르완다는 케냐에 이어 두 번째로 NGO 등록을 마친 국가가 되었다.

활동의 모든 단계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 배우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도움을 받은 현재 고등법원 회계사인 실베스터 무린다뷰마(Sylvestre

먼저 굿네이버스는 고마 UNHCR에 ‘Good Neighbors Inc’라는 이름으로 정

Mulindabyuma) 씨는 구호단체가 거의 없던 시절, 굿네이버스가 아주 큰 도

식 NGO 등록을 하고 활동하였다. 대규모 난민캠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긴

움이 되었다고 기억한다.

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던 글로벌 NGO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굿네이버스는 기존 기관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작은 캠프
인 루가리 캠프를 선택하였다. 의료진은 난민촌에 들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료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쉽게 전염되는 콜레라와 이질 등 수인성

실베스터 무린다뷰마(Sylvestre Mulindabyuma) 인터뷰
“당시 난민캠프 안에 텐트가 정말 부족했어요. 물과 음식, 의료품도 절실했습니다. 카
키색 조끼를 입은 굿네이버스 활동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였다. 다른 구호 활동가들은 난민들의 식량 배분을

제를 함께 해결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식량을 배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담당해 매일 1만 명의 난민이 식량을 지원받았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1994년

우리가 안전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죠.

9월 캠프 내 카탈레와 키붐바 지역에 난민학교를 열고 현장에서 교사를 채용

또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자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원을

해 난민 아동들에게 수업을 한 후 급식을 제공하였다. 긴급구호 초기에는 아

수소문해 지원해주었습니다.”

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
다. 굿네이버스의 의료구호팀 파견은 연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속되었다.
르완다 내전 난민들의 비극과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긴급구호 활동은 <르완다를 살려라>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전국

르완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한국 최초로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는 점과,
긴급구호가 재건으로 연계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5,000개 교회로 전달되고 일부가 KBS와 <중앙일보>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국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앙일보>는 1994년 9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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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를 살리자’ 캠페인을 통해 긴급구호 봉사자 모집과 구호 성금 모금을

2) 초기 인도적 지원 활동의 특징

진행하고, 연말까지 굿네이버스의 구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주었다. 르

인도적 지원 활동은 2000년까지 초기 활동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다 난민 긴급의료구호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난민

약 8년간 소말리아, 르완다, 일본, 멕시코, 몽골, 코소보, 터키, 에티오피아 등 8

지원 활동을 펼친 굿네이버스의 활약상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앙

개국에서 14개 긴급구호 활동을 이행하였다. 초기 인도적 지원 활동은 지진

일보>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3억 원 중 2억 원을 굿네이버스에 배분하고, 나

과 기근 같은 자연 재난에 대응하거나 내전에 따른 난민을 지원하는 긴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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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파견 인력은 여러 차례 의료진을 보

3) 초기 활동의 의미와 가치

낸 르완다를 제외하고는 10명 안팎이었다.

굿네이버스는 1993년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긴급구호로

사업 내용은 주로 단순 물자 배급과 성금 전달이지만 기술이전, 급식사

인도적 지원사업 분야의 문을 열었다. 소말리아 난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것은

업, 임시 진료소, 교육사업도 병행하였다. 단순 물자 배급인 경우 활동 기간이

굿네이버스가 기관을 설립하고 해외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1개월 내부터 6개월 미만 동안 진행되나, 르완다의 경우 재건이나 지역개발로

인도적 지원 가운데 내전과 같은 인위적 재난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

연계되어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

한 대응은 위험을 수반하는 전문 분야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경험이 없

에도 초기 사업계획은 물품 배급을 기본으로 하는 단기 긴급구호에서 현지의

는 개발 NGO가 시작하기에 여러 장애가 있다. 낯선 언어와 환경, 분쟁이라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중장기 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현장까지 날아간 굿네이버스 임직원과

획에 따른 총체적 접근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의료진, 그리고 현지 선교사 네트워크로 긴급구호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여

긴급구호는 자체로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굿네이버스의 조
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에서 펼친 활동 경험이 기반이 되

간 드문 사례가 아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건, 그곳이 어디건
가장 절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어 지역개발사업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르완다 긴급구호를 위해

굿네이버스의 긴급구호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활

1995년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에 문을 연 ‘르완다 난민촌 상설사무소’는 귀환

동으로, 의료 봉사와 교육과 식량 배급 이후 재건사업으로 지역을 복원하고

난민 지원과 연계되면서 르완다지부 개소로 이어졌다.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르완다 난민 지원은 주변국 사업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1994년 당시 파
견된 긴급의료구호팀과 직원들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거쳐 콩고민주공화국
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을 고려
해 굿네이버스 케냐를 개소하고 나이로비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사업과

2. 구호 활동에서 재건사업으로(2001~2010)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2월 14일 케냐 정부에 정식으로 NGO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둘 수

1) 인도적 지원 규모와 범주의 확장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와 위상 변화에 따라 국

본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년간의 르완다 활동 경험을 토대로 사업 규

제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한국

모가 증대되었음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핵심 개발협력 기구인 코이카와 파

정부는 2000년부터 인도적 지원 분야에 ODA를 배분하기 시작하였다. 긴급구

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단추를 채우게 된 것이다. 아울러 르완다에서의 적극적

호대응자금이라는 특징 때문에 해마다 예산 규모에 부침이 있지만 2000년 50

인 인도적 지원 활동은 난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 UNHCR과 협업을 시

만 달러에서 2008년 5억 5,800만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국

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르완다 긴급구호 사진전>과 자선 바

제개발협력활동을 하는 개발 NGO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상승하였다. 굿

자회를 개최하면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사업은 굿네이버

네이버스 역시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의 활동 범주와 내용이 급격하게 늘어났

스의 국제 활동에 대한 최초의 옹호주창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낯선 땅 아프리

고, 활동의 질적 성장도 일어나면서 개발 NGO로서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었다.

카인들의 어려움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굿네이버스 국제

특히 인도적 지원 활동은 초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발전

구호 활동의 활약상을 알렸다는 점에서도 좋은 기회였다.

을 보인다. 먼저 사업국의 수는 1993년에서 2000년까지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르완다, 케냐, 일본, 멕시코, 코소보, 터키 등 총 8개에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
라크,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 등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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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지리적 측면에서 활동 범주가 넓어졌다는 점

자 중 여성, 취약계층,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도 고무적이다. 굿네이버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재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직적 접근도 초창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1

재해에 대응하였다. 사업 수 역시 14개에서 39개로 증가하였다. 개별 사업당 예

년에서 2010년까지 이행된 상당수 긴급구호 사례에서는 인근지역 사업국이

산 규모도 증가하면서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자연 재난 피해자들에게 구호물자를 보급하는 단기 긴급

긴급구호 활동이 다양해지고 재난 대응 초기 활동에서 중장기적 지원

구호를 담당하였다. 긴급구호를 처음 시작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

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재난 대응

간은 본부에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2004년 이란 지진 대응 긴

초기 3~4개월은 현지의 급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품배포사업을 진행했

급구호를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 사업국에서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

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 재난 및 인위적 재난 대응 긴급구호는 식료품과 의

아, 타지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 재난 대응은

복에서 텐트와 방수포 지급 등 난민들이 임시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사업국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9년 스리랑카와 2010년 키르기

있는 지원이 주요 활동이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기존 활동과 더불

즈공화국 사업의 경우도 분쟁에 의한 긴급구호를 이행하면서 현지 사업국이

어 심리 상담, 교육,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거 확보 및 보호, 보건위생, 전염병

나 인접국인 타지키스탄 사업국이 담당하였다.

예방, 커뮤니티센터, 다리 공사를 포함한 인프라 복구 등이 이어지기 시작했

다만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파

다. 굿네이버스의 활동이 제한적인 긴급구호에서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견된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나 인접국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

다.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사업, 2003년 이라크 전쟁 긴급구호,

행되면서 사업 대상을 재난 피해자와 난민 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2004년 남아시아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긴급구호, 그리고 2010년
아이티 강진 긴급구호 등 대형 복합 위기에는 본부에서 조직한 구호 인력과
의료진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전쟁과 긴급구호 – 2003년 이라크 전쟁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은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 즉 전쟁의 참극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이라
크 전쟁이 발발하자 굿네이버스는 긴급의료구호팀을 파견해 부상자와 빈민 등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긴급의료

대형 재난, 대규모 인도적 지원 –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긴급구호

구호팀을 파견한 것은 르완다 난민지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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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굿네이버스는 2003년 4월 24일과 25일 이라크 암만으로 3명의 사전준비팀을 파견하였다. 사전준비팀은 분

2004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 해

쟁 지역에 도착해 현장에 필요한 지원 규모와 필요 사항, 그리고 여타 인도적 지원 행위자(actor)들의 활동을 파악하

변에는 전 세계에서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고 총체적인 효과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활동 지역과 담당 역할을 결정하였다. 10년간 다양한 국가와 상황을 거

연속적인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치며 축적된 인도적 지원 경험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전준비팀에서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1개국을 차례로 덮치며 23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5월 2일 제1차 의료진을, 5월 16일 제2차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이어서 6월 9일 제3차 긴급구호봉사단을 파견하였

발생하였다.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를 위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 23차례에

다. 사전준비팀과 굿네이버스의 행정요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꾸려진 3차에 걸친 긴급의료구호단은 사

걸쳐 108명을 파견하였다. 초기에 파견된 의료진을 포함한 긴급구호팀은 부상자

드리시티 여자 중학교와 빅토리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다. 2003년 4월부터

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웅덩이와 건물 잔재가 많은 해안가를 중심으

2004년 3월까지 하루 평균 7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 지원뿐 아니라 구호물자를 배급하고 일부 학교 시설을

로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피해 지역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복구하는 사업을 병행하였다. 이어 굿네이버스는 최종적으로 의료진과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을 총 6차

였다. 아울러 학교와 식수 시설, 위생 시설을 보수하는 등 지역사회가 재난 피해를

례 파견하였고,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사드리시티의 하비에르 지역 사드리 여자 중학교 및 빅토리 유치원에 임시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긴

진료소를 설치하여 부상자와 빈민 1만 5,000명을 치료하였다.

급구호사업비는 50억 6,904만 1,000원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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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티 강진 때 긴급구호 이후 재건사업으로 연계된 사례 등에서 볼 수
스리랑카에서는 재난 발생 직후인 2005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3일간 뽈

있듯이 많은 경우 긴급구호 이후에는 재건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국 설립으로

헤나 지역 주민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연계되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25만 명이 희생되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

지역 중 하나인 마타라 지역에 총 11차례에 걸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의약품,

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긴급구호 활동 초기에 사업국을 설립한 후 인도

담요 및 기타 의류, 건물 복구 장비 등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과 이동
진료사업을 실시하였다. 재난 피해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적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피해 지역뿐 아니라 자카르타 등 다른 지역으로 활동

동진료사업을 이행한 결과 약 2,000명의 부상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

영역을 확장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체 지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로

니라 영화 상영, 희망 포스터 만들기 등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다. 특

구성된 아체재난지원센터와 협력해 ‘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중장기 재건

히 재난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사회 빈민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별도로 약 1,100명에게 학용품과 교복을 전달하였다.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코마리에서는 보건사업과 생계 도구 지원 외에 자활 지원 차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병행하였다.
인도네시아에도 총 11차례에 걸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였다. 긴급구호팀은 인도
네시아 록소마웨와 믈라보 지역에 모포, 의약품, 의류, 학용품, 식량, 세면도구, 생

사업으로 학교 보수 및 설립, 보육원사업, 식수개발사업을 이행하였다. 2008년
중국 쓰촨성 긴급구호 이후에도 학교 건축과 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졌다.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사업 중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과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치료 프로

필품과 아기용품 등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스리랑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동

그램을 진행하고 소외계층이나 빈민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진료사업과 아동심리정서치료사업, 방역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믈라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부 차원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아동권리협약(CRC,

보의 경우 지진해일로 식수가 오염되어 신속하게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던

였다. 굿네이버스는 식수개발사업을 실시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물
탱크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 식수 자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업은 긴급구호에서 재건사업으로 연계되는 고리가

원의 오염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자 주민 600여 명을 진료하는 한편 홍역

되었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의 필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40여 개 난민캠프와 병원을 중심으로 전염병 매개 곤충

큰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퇴치를 위해 집중 방역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150개 학교를 선별하
여 칠판과 화이트보드, 문구류 등을 지원하고 정수 기계를 설치하였다.

요컨대 긴급구호에서 재건사업으로의 연계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를 중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주
는 물품 배급과 긴급의료구호에서 보호, 교육, 주거, 보건위생, 전염병 예방, 심
리 상담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는 굿네이버스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회복과 재
건 단계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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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사업 확대와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이라크, 2005년 파키스탄, 2010년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등 다수의 긴급구호

2000년대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 재난 피해 대응을 위

활동은 단기 구호 활동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 긴급구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역 재건으로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굿네이버스본부는 긴급구호와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인

긴급구호사업이 재건사업으로 연계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

동일한 수혜 대상에 대한 활동 내용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 초기 단

고 2007년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

계에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의약품, 식량, 의류, 식수 등을 배포하지만 이후 학

난의 대응 수위에 따라 책임 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재난 대응 시 본부 긴급

교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

구호 전문가 파견 또는 현지 사업국 수행 여부 등 대응방식과 역할분담도 한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층 명확해졌다. 인도적 지원 활동, 특히 자연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구호 활동

200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사업이 2002년부터 재건사업으로 전환

은 사업 규모와 시기, 대응 수준 등을 미리 예측해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활

된 사례와, 남아시아 지진해일 긴급구호 이후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장된 사례,

동 이행 단체는 각 조직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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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매뉴얼』(2007년 발간, 2014년 개정판 발간)

2) 평가 및 보고

6. 프로그램 종결

긴급구호 매뉴얼은 크게 인도주의 사업 배경과 정책, 사업 수행 절차, 사업 운영,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도주의 사업의 배경과 목적, 인도
주의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수행 원칙으로 인도주의 원칙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

III. 사업 운영 및 항목별 세부 지침
1. 사업 운영 세부 지침

(RBA)을 소개한다. 아울러 재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재난을 3단계 카테고리

1) 본부 상황실

로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사업국 중심 대응, 권역본부 중심 대응, 전체 수준 대

2) 긴급구호팀과 현장 상황실

응 등 결정 기준과 의사 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이어 제2장에서는 사업 수행 절차

3) 조정과 파트너 협력
4) 물품 조달

를, 제3장에서는 사업 운영과 항목별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매뉴얼은 2014년 개

5) 물자 배분

정판에서 본부와 현장 상황실 운영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2. 항목별 세부 지침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주요 원칙과 기준 등의 기본 정보를 담은 세부 지침을 식

1) 식량 안보 및 영양
2) 식수 및 위생

수, 식량, 주거 지원 등 사업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3) 주거 및 비식량 물자
4) 보건의료

긴급구호 매뉴얼 목차(2014년)

5) 심리사회적 지원

I. 굿네이버스 인도주의 사업의 배경과 정책
1. 굿네이버스 인도주의 사업의 배경
1) 사명선언서
2) 인도주의 원칙
3)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

2. 굿네이버스 인도주의 사업의 정책
1) 재난의 범주
2) 대응 수준의 결정

II. 사업 수행 절차
1. 사전 대비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량이다. 굿네이버스도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2007년에 이르러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굿네이버스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를 강타한 강진 피
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진 발생 직후인 1월

1) 인적자원관리

부터 탐색구조(search and rescue)팀과 사전조사팀을 파견하였다. 이후 4개

2) 내부 대응시스템 구축

월간 총 14차례에 걸쳐 구호 인력과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고, 식량 60여 톤과

2. 초기 대응
1) 재난 발생 모니터링
2) 현장 정보 수집 및 인력 파견

3.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임시 거주를 위한 텐트 680개를 제공하였다. 대규모 긴급구호 활동을 체계적
으로 이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아이티 지진 피해 대응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굿네

1) 사업계획 수립

이버스가 UNOCHA에 인도적 지원 행위자(actor)로 등록되어 다른 행위자들

2) 재원 확보

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조정 메커니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4. 구호 활동 수행
5.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1) 모니터링

것이다.
UNOCHA는 인도적 위기와 긴급한 재난 상황에 시의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엔 기관과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을 조정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UNOCHA의 조정체계는 공여국, 국제기구, NGO와 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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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다층위적인 다수의 행위자들이 단기 또는 중장기적 상호 활동을 통해

2010년 굿네이버스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 일정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한 현

날짜

장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공동 목표와 공동 성과를 통한 일관성과 통합성 강

1월 14일

화를 위해 UNOCHA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현장에서 UNOCHA는 식량 안보, 보건, 영양, 보

지역

활동 내용
긴급구호 현장조사팀 파견

1월 16일

산토도밍고

UNOCHA에 구호 활동을 위한 NGO 등록 완료

1월 21일

다미엔

첫 긴급구호물자 배분(식수, 식량, 의약품 공급 및 임시 거처)

1월 26일~2월 1일 포르토프랭스 의료캠프를 세우고 의료구호 활동 시작

호, 임시 거주, 물과 위생(WASH), 캠프 코디네이션, 조기 복구, 교육, 커뮤니

2월 2일

벨에어

이동진료 실시

케이션 등 활동 분야(sector)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현장에서는 정기적으

2월 3일

벨빌

의료 활동 진행, 매일 1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수술·치료·의약품 지원
등의 의료 활동 진행

2월 4일

다미엔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로 사용 가능한 7~8인용 텐트 10개 배분, 5
일에는 식량 배분(파스타면 3,000박스)

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참석하는 클러스터 회의
(Cluster meeting)를 개최해 피해 상황과 필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NOCHA는 이 정보를 취합해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다시 공동 계획
에 따라 행위자들이 업무를 분담해 불필요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의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한다. 또한 심리사회적지원, 교육, 주택 재건, 아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행되도록 한다.

동 그룹홈, 지역아동복지센터운영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재난복구사업을 통

굿네이버스는 아이티 긴급구호사업을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UNOCHA

해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 원조기관, 글로벌 NGO와 지역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 중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

풀뿌리 단체 등과 공동 계획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에 긴밀하게

용이었다.

협력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량 배분, 모바일 병원 운영 등의 활동을 위해
미군과 유엔 평화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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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에는 아이티지부를 신설해 지역 조사와 정부 협의를 전담하
면서 시티솔레이의 와프제레미와 마샬-폰텐 지역에서 학교와 쉘터(shelter)

2010년 1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의 강진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0월부터는 아이티 전역에 퍼진 콜레라 치료와

은 22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 아이티 전체 인구 900만 명의 3분의 1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 보건소 지원을 통한 의료 활동, 전염병 예방을 위

인 300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대형 재난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지진 발생 25시

한 방역 활동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 보건소에 발전기와 기타 설

간 만인 1월 14일 긴급구호팀을 급파해 한국 NGO 중 최초로 구호 활동을 시

비 시설을 추가 지원해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했다. 시티솔레이 지역의 경우

작했다.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사전 조사를 통해 수립된 긴급구호

지역사회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콜레라 환자가 급증했

계획에 따라 총 14차례에 걸쳐 구호 인력과 전문 의료진을 파견했다. 같은 기

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아동 400명 대상의 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보

간 식량 60여 톤을 8,720가구 4만 3,600명에게, 텐트와 방수포 물품을 680

건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가구 3,400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식량, 식수, 의약품과 임시 거처를 위한 물

2012년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

품을 배포하고 의료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긴급의료지원팀은 수도인

였다.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새집을 건축해 50가구에게 제공하고, 공

포르토프랭스 내 주요 지역에서 이동진료소를 운영해 452명의 환자를 치료했

용 화장실 건축을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250명에게 안

고 레오간 지역 2개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오강제 지역의 11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긴급구호 활동은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개 학교와 협약을 맺고 급식 도구 지원과 함께 5개의 조리실을 건축해 2,547

긴급구호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굿네이버스는 아이티 재건과 지역

명의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통

발전을 위한 5개년 사업을 결정하였다. 먼저 긴급구호 활동에서 연계되는 재

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 변화를 관찰해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6

난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긴급물품지원사업, 의료 및 보건위생사업, 보호 등

년 아이티지부는 수도 내 최대 슬럼 지역에서 재건사업을 진행해 라파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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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난민보호쉼터를, 와프제레미에 국공립학교를 건설하였다. 아이티 사례는

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부분을 추가하였다. 코이카 역시 2014년 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 활동이 조기 복구와 재건, 그리고 중장기 관점의

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지원 영역을 기존 긴급구호와 조기 복구 중심에서

지역개발로 이어진 상징적인 사례이다.

난민 지원으로 확대해 장기난민지원사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굿네이버스의 인도적 지원사업도 국제사회와 흐름을 같이해 2010년대
에 들어서며 사업 수와 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평균
적으로 한 해에 3~4개 사업을 진행한 반면, 2010년대에는 2012년 12개, 2015

3. 전문성을 발판으로 글로벌 행위자로서 도약(2011~2020)

년 19개, 2018년 20개 등 한 해 평균 약 14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2012
년에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6조 1항의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은 심각한 상황에서 즉각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사업’의 대상 단체로

단기 지원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인도적 위기의 여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코이카로부터 2년간 매년 20만 달러의 긴급구호 초동

러 측면이 중첩되어 장기화되는 복합 위기가 만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경

대응 자금을 지원받아 총 9회의 사업을 이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향도 장기적 대응으로 변화했다.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는 내전 등 인위적 재

는 긴급구호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하게 보완하였고, 현장과 본부 상황실 직원

난에 따른 장기 난민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의 지속, 반복되는

의 사업 진행 조정 역량을 강화하였다.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인위적 재난으로 원
래 거주지를 떠나 있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IDPs)이 발생한 상황에 자연재해
까지 중첩되면서 복합 재난 상황이 나타나는 빈도도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대

1)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섹터별 접근

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지원 담론

규모의 증가와 함께 2010년대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요한 변화는 굿네이

을 논의하고 관련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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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조직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섹터별 접근이 가

구체적으로 유엔은 2011년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기

능해졌다는 점이다. 긴급구호 성격의 사업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관 간의 협력·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위협 요인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비상

대한 초기 대응 활동과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조기 복구 등이 그대로 지속

계획(contingency planning)을 수립·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네팔을 비롯한

되었다. 이 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2월 긴급구호사업 전담 국제구호

저개발국은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자국 정

팀을 신설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 위기와 장기 난민 지원, 취약국

부가 국제사회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원 등 만성 재난에 대한 대응이 추가된 것이다.

유엔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주요 NGO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할 것과 통

재난위험경감사업은 2014년부터 WFP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에서 우

합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공조할 것을 요구

선적으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남수단에서는 취약국사업을 시작하였다. 인도

하였다. UNOCHA의 조정 기능 강화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

적 지원의 영역을 난민사업으로 확장해 역시 같은 해 케냐 카쿠마 난민캠프

엔은 지속적으로 아동교육과 심리적 지원, 인명 보호와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지원사업을, 2015년에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담론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재난 대

필리핀 하이엔 긴급구호사업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하위 섹터로 일부 포함되

응 중심에서 예방과 사전 대비 강화로 변화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었던 심리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

한국 정부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담론에 보조를 맞추었다.

다. 특히 이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 네팔 누와꼿 재건복구사업을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29일 공포된 ‘해외 긴급구호에

진행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1년 뒤

관한 법률’을 2011년 7월 14일 개정했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6. 민간 긴

인 2018년에는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PTSD 예방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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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연구 결
과 발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의 ‘심리사회적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사업국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긴

젠더기반 프로그램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여성 역량강화사업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요르단 도시에 임시 정착한 시리아 도시 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단 직업훈련과 1인 사업

급구호 대응과 재난위험경감사업국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같은 해 외교부

지원 마케팅, 리더십, 성 기반 폭력과 성 인지 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정착 지역에서 난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낮

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론칭 및 분쟁하 성폭력 분야 지원 계획

추기 위해 사업 대상에 난민 여성뿐 아니라 요르단 저소득층 여성도 포함하였다. 사업은 총 180여 명을 소규모 그룹

발표３와 함께 ‘여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

으로 나누어 직업훈련과 성 인지 교육을 받고 소규모 창업을 위한 지원까지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을 위한 아동 돌봄과 교통비 지원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르캠프 14, 15, 16에서 로힝야 난민 아동과 청소년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간다 내 콩고민주공화국 SGBV 위험 경감 및 여성역량증진사업

(1) 젠더기반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의 섹터별 접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은 젠더 프로그

2018년 8월부터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캠프에서 SGBV 위험 경감과 여성역량증진사업을 수행하였다. 콩고민
주공화국 Kyaka II 난민 정착촌 내에 여성개발센터 2곳을 건축해 성 기반 폭력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놓인 여성이 안
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할 여성개발센터위원회를 난민 여성들이 직접 투표해 구성했다. 난

램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적 위기 상황, 특히 난민캠프에서의 여

민 여성 대상 직업훈련과 성 인지 교육, 지역 내 성 기반 폭력 위험 경감 캠페인, 여아 권리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

성에 대한 젠더 폭력과 성폭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굿네이버스는 여성에

해 지역사회 내 애드보커시(Advocacy)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UNHCR, 우간다 정부, 관련 NGO들과 협력

대한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는 2011년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캠프에서의 여성직업훈련과 소득증대사업,

해 ‘16 Days of Activism’ 여성 인권 관련 옹호활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
쳐 코이카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수행했다. 특히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시작됨에 따
라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내에 분쟁하 성폭력 분야가 신설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우간다 내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캠프의 성 기반 폭력(SGBV,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위험 경감 및 여성역량증진사업, 그리고 2019
년 방글라데시 여성·아동보호사업이 있다. 우간다는 난민 친화적 정책인 포괄
적 난민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이 사업은 제3국 정착에 비교
적 우호적인 수용국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한 사례였다. 반면 방글라데시 여
성·아동보호사업은 한국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주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정책에 보조를 맞춰 시행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 여성·아동보호사업
굿네이버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UNICEF 다자성 양자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콕스바
자르 캠프 14, 15, 16에서 로힝야 난민 아동과 청소년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95만 달러 규모의 대
형 사업으로 캠프 내 5개 다목적아동청소년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①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와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사회적 문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②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접근성 증진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 인식 개선 활동 실시
③ 아동·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식·기술 교육
④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자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피해 요보호아동 대상 사례관리
⑥ 자연 재난 피해 아동 가정 대상 긴급 서비스 지원

(2)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피해 지역의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 긴급한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킨 다음, 지역공동체를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 활동 초기부터 영화 상

영,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의 활동을 포함한 아동정서안정 프로그램의 형태로 일
부 시도해왔다. 심리사회적 지원은 사업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
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３	2018년 6월,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의거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SDGs
5(양성평등) 및 16(평화·정의 제도) 이행을 연계하여 여성 인권 증진 및 평화·안보·민주주의 확산을 실질적
으로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해 피해자 대상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 진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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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기울였다. 2017년 『인도적 지원 분야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세부 실행 가이
드』를 발간하였고, 같은 해 현장 사업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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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난민 대응
『인도적 지원 분야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세부 실행 가이드』
굿네이버스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재건 활동을 위해 2013년 시리아 내전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재난 이

최근 분쟁을 비롯한 복합적인 위기에 따라 생명의 위협이나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 규모가 급증

전 삶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는 굿네이버스가 국내에서 이미 오랜 기간

하였다. 이주민과 난민 유입은 한편으로는 노동력과 기술 부족, 인구통계학적

전문성을 갖고 이행해온 심리정서지원사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지원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국에 경제

‘아동권리보호’에 근거해 재난에 따른 외상과 스트레스를 받은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
아가 재난 이전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 경쟁 등 수용 커뮤니티와의 문제와, 사회·문

굿네이버스의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친화공간(CFS) 구축과 아동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CFS는 재난 현

화·종교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국제사회는 난민 급

장의 아동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시리아 내전, 필리핀 태풍,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설치

증과 장기 체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을 기점으로 공동 대응을

되어 놀이 공간이자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교육 장소로 기능하였다. 아동용 프로그램 중 2013년에 개발한 인

위한 준비에 나섰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난민지원사업에

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필리핀과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여 2016년까지 총 7개 사업국에서 약 6,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015년 개발한 예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은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시범 적용해 3
년간 4,500명의 아동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지속적인 개입과 보호를 위한 CFS 구축 지침서와 아동용

난민과 지역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탄자니
아 냐루구수 캠프 난민자립지원사업은 큰 성과를 낳았다.

프로그램 워크북을 제공했다. 재난 유형과 지역 상황에 따른 CFS 구축 지침서는 기획부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안까지 다양한 형태의 CFS가 현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용 프로그램 워크북은 인
지행동치료와 예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과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의 정의와 현황, 현장에서의 활
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인도적 지원 분야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세부 실행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2)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굿네이버스는 2012년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 규범 이행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자 1994년 국제기구들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국제적십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둔 인도적 지원의 국제 흐름에 발맞춰 굿네이버스는 2018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
대학원과 공동으로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를

자(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행동 규범(The Code of
Conduct)에 서명하며 국제 기준을 지키는 기관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이행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적 접근에 기반을 둔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 평
가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굿네이버스는 연구를 통해 외상적 위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예술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반영한 ‘창의적 예
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사교육 매뉴얼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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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냐루구수 캠프 난민자립지원사업

그램 워크북 키트를 제작하였다. 교사교육 매뉴얼은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굿네이버스는 2015년 난민생계지원사업으로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에서 난민과 원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 있도록 핵심 내용과 치료 기제에 대한 설명, 지진 피해 아동 돌봄 관련 정보를 포함하였다. 워크북 키트는 물질적

시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듬해부터 시장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운영과 관리 질서를 수립

으로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하고, 난민과 원주민이 어울려 공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난민들이 공동시장을 이용해

예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효과성 평가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전문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을 시작해 직업훈련 형태로 발전시켰다. 직업훈련을 받은 난민은 공동시장

가를 파견해 지진 피해 지역 교사와 보건 당국 관계자 150명, 그리고 4,500명의 아동에게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

을 통해 생산 물품을 판매하거나 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교사교육 워크숍 실시 결과,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검사 모두에서 예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이 사건의 충격을

굿네이버스는 사업 초기 단계에 시장 구축과 시장 운영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축에 직업훈련 등 사업 범주를 확대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의 연장선에서 간접 개입 형태로 이뤄진 프

하면서 난민들이 경제생활을 통해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시장에서 난민과 원주민 간의

로그램 역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 아동들의 감정 조절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커뮤니티 교류가 증가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집단 간 잠재적 갈등 수위가 낮아지고 난민들이 제3국에서

또한 질적 분석에서 아동들의 지진 후유증 감소와 출석률 향상, 자기표현과 참여도 증가 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난민 자립에 필요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공존

교사와 타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애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

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초기 모델로 꼽을 수 있다. 공동시장은 주변 지

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통해 예술위기개입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개인적 대응력과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모두 높

역 상인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중앙정부의 난민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여주며,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운영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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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굿네이버스는 그간의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 경험 및 전문성

3) 의의와 향후 과제

을 인정받아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사업’ 대상 단체로 선정

인도적 지원사업의 발전 정도는 다만 사업 수와 규모의 증가보다는 시

되었고 WFP, UNHCR의 협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이 늘어났다. 2015년에

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이행하는지, 그

는 UNHCR과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행 파트너십(Operational

리고 인도적 위기의 특성상 공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인도적 지원 행

Partnership)을 체결하였다. 특히 2010년대에 이르러 인도적 지원 활동 초기

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수준을 강화해왔는지 등 다양한 측면이 종

부터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해왔던 UNHCR뿐 아니라 UNICEF,

합적으로 고려된다.

UNFPA, UNCDF 등 새로운 국제기구들과도 협업하기 시작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사업 초기에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긴급구호 중심으로

2011년 굿네이버스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에서는 긴급구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30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도적 지

WFP와 긴급구호 대응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였

원 활동을 선도하는 주요 행위자(actor)가 되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필리핀과 차드에서 WFP, UNHCR과 협력해 긴급

대응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플랫

구호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터키 적신월사와 협력해 200만 달러 규

폼을 이용해 직원 역량 강화를 꾸준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적 지원에 대

모의 비식량 물자를 터키 국경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지원했

한 중장기적 접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분야별 접근이

다. 특히 대규모 재난 대응 과정에서 UNOCHA를 통한 국제기구, 국제 NGO

가능해졌고 활동 영역이 취약국, 재난위험경감사업, 성 기반 폭력(SGBV), 중

등 다른 글로벌 인도적 지원 행위자(actor)들과의 협력 수준이 강화되었다.

장기적 관점의 난민 생계유지와 정착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사업 대상을

2015년 네팔 대지진 대응에서는 피해가 극심했던 고르카 지역의 허브에서 보

세분화해 난민, 국내 실향민, 난민 여성, 아동 등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한 사

호 클러스터 리딩 단체로 지정되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두드러진 성과를 보

업들이 성공하면서 효과성이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다. 동시에 UNHCR, WFP

였다. 재난 현장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해 공동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등 주요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대형 재난·재해와 장기적인 인도적

행위자 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리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굿네이버스

위기 대응에서 시너지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굿네이버스는 국제 규범과 한

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 조응할 뿐 아니라 주요 어젠다에 시의적절하게

국제적인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동안 국내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
자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굿네이버스는 2012년 한

대응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책 제안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 전
반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 최초 개발 NGO로서 전반적인 재난 대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재난 대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여기에서

응 국제 NGO 행동 규범(1994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활동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 in Disaster Relief)’에 서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굿네이버스는 총 39개국에서

명하였다. 규범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아동 총 182만 8,645명, 주민 총 258만 8,9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대응사

서의 실무적 협력 수준도 증대되었다. 2016년과 2017년 라오스 홍수 피해 대

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빈곤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심각

응 당시 굿네이버스는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현지 등록 한

한 영향에 주목해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 방향과 전략을 구축하고 정부에 정

국 NGO 6개 단체와 긴급구호 최초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등교육지원사업

책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엔의 코로나19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5개

진행을 주도한 바 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주가 확대되고 분야의 전문성이

주요 전략에 따라 준비-대응-복구의 3단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재

강조되면서 이러한 협력 구도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 35개국에서 이행 중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KCOC와 함께 정부-시민사회
의 포괄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 연대, 현장 중심, 지역
사회 대응 역량 강화, 재원 확대 및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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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0달러 수준으로

장

지역개발

최빈국에 속했다.４ 전쟁 직후 유입된 원조는 시기에 따라 변화해 1950년대에
는 식량 원조 등 긴급구호성 지원과 소비재 지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1960년
대부터는 양허성 차관이 도입되며 인프라 구축과 산업성장에 투자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정부의 개발 계획에
힘입어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거시 경제 면에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개발도상국에서 중견국으로 빠르게 발돋움했
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1년 7,440달러를 달성했고, 1995년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세계은행 차관을 모두 상환했고 2000년 OECD DAC의 수
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30여 년간 수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원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한국은 1987년 재무부 산
하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해 양허성 차관 등 유상원조를 시작하
고 곧이어 1991년 외무부 산하에 코이카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외원조에 나
섰다. EDCF와 코이카 설립은 개발도상국에 양자 간 양허성 공공차관 공여
를 촉진시키고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한
것이다. 1994년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개발도상국
에서 활동하는 한국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한 가
지 숨겨진 사실은 대외원조가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던 1975년에 이
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의 협력 아
래 1970년대부터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기능공 연수생을 초청해 교육하는 원
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빈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여국
으로서 기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전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시작되었
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시작한 NGO 중 다수는 월
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서 활
동해온 글로벌 NGO였다. 이전까지 수원 기관으로서 국내사업에 중점을 두었
던 글로벌 NGO들은 한국의 성장과 함께 공여 기구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민

４	“1인당 국민총소득”, <통계청>, 2020. 12. 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2AS017>(접속일: 2021.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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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이 시작되던 1991년, 한국 기반의 개발 NGO인 굿네

1. 낯선 땅, 낯선 이들에게 내민 도움의 시작(1991~2000)

이버스가 설립되었다. 굿네이버스는 다른 개발 NGO와 달리 곧바로 국제개발
협력활동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8명의 창립멤버는 이미 국제 활

1) 국제개발협력활동의 첫발을 내딛다

동을 염두에 두었다고 당시를 설명한다. 3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GPC를 중

(1) 방글라데시에서의 첫 국제개발협력활동

심으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재단법인

굿네이버스는 구상 과정에서 이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등 다섯 개의 법인과

지고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압축된 산업화 시대를 거친 한국은 1988

방콕, 스위스에 각각 소재한 2개의 글로벌 오피스, 전 세계 39개 사업국, 8개

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회 전반에 선진국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모금국이 수행하는 규모로 발전했다.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장은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와 함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진

예산 규모의 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의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굿네이버스 창립멤버들은 기관 설립을 준비
하면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분위기가 국제개발협력활동이 가능할 만큼 무르익
었다고 판단하였다. 1991년 음성 결핵 환자 지원, 보육원 아동 지원, 농업개발
사업 등을 시작으로 마침내 한국이웃사랑회(굿네이버스의 전신)를 설립했다.

(단위: 원)

110,000,000,00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전 작업은 19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굿네이

100,000,000,000

버스는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선발대를 파견했다.

90,000,000,000

그 결과 농업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첫 번째 개발협력사업 지역으

80,000,000,000

로 찔마리를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도

70,000,000,000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이자 상습 수해 지역이었다. 굿네이버스는 농군학교를 지

60,000,000,000

원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나

50,000,000,000

안농군학교, 한국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와 협력하여 사업에 착수했다.

40,000,000,000

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시작한 찔마리농군학교의 교육생은 1992

30,000,000,000

년 172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3년에는 2,649명, 1994년에는 2,032명의

20,000,000,000

지역 주민과 마을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 지도자를 육성해 영

10,000,000,000

농 후계자로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찔마리농군학교에서는 농촌 청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0
(단위: 년)

년을 선발해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개발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추진하
고, 이와 연계해 보건진료사업장과 아동교육사업장을 설립하였다. 전반적인

GN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집행 추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는 등 사업 영역과 지원을 확대해나갔다.
찔마리농군학교로 시작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줄기는 같은 해 9월 방글
라데시 다카에서 문을 연 빈곤아동교육사업으로 이어졌다. 빈곤아동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빈곤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
라 이듬해 같은 지역에서 봉제학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굿네이버스의 초
기 지역개발 형태인 가정개발사업의 시초였다. 가정개발은 빈곤가정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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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원 확

실 산하 NGO 이사회(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oard under the

보에 따른 지속성 여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현지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며 사

President's Office)로부터 등록증을 취득해 케냐 정부에 공인 NGO로 등록

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초기에는 아동 보육과 교육,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

되면서 고로고초지라니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다.

료와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접근과 유사한 면이 있었으나, 빈
곤 근절을 위한 거시 전략을 수립해 접근하는 지역개발과는 구별되었다.
방글라데시 찔마리·다카 지역개발사업은 굿네이버스 최초의 코이카 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90년대 후반 몽골 의료봉사단 파견과 아동 초청
수술, 코소보 난민 대응, 터키 지진과 에티오피아 기근 긴급구호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관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1995년 지원사업비 4,000만 원과 자체 자금 1억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99년까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1,157만 5,000원을 들여 7,774명을 지원하였다. 이는 코이카 민관협력ODA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성이 수립된 이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패턴은 크

업의 첫 파트너로 함께했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５

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방글라데시와 같이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나 선교사
를 포함한 현지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정보와 수요를 수집해 사업을 발

(2) 초기 지역개발사업의 두 가지 통로

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전에 현장 특성과 사업 수요, 장애 요인 등에 대

방글라데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1993년과 1994년, 소말리아

한 정보를 상당 부분 습득하고 있다는 점, 현지 파견 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적

와 르완다에서 각각 난민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이 인도적 지

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보다 현지 적응력이 높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리적 활동 범주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말리

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었다.

아는 내전으로 사업국 설립 등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반면 르완다

둘째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구호가 절박한 지역에서 단기

의 경우 심각한 내전 상황을 피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온 난민을 지원하

적인 구호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당 지역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고자 1994년 고마 지역에 ‘르완다 난민촌 상설사무소’를 개소하고 한국인 상주

을 연계하는 경우이다. 앞서 소개한 르완다 사례가 이에 해당되며 2000년대

직원을 파견해 난민구호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굿네이버스는 1994년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이티, 파키스탄 등 긴급구호

8월 고마 UNHCR에 최초로 현지 NGO로 정식 등록하였다. 르완다 사업은 한

발생 지역에서 단기 지원이 지역개발로 이어져 사업국을 설립하는 사례가 지

국 NGO가 최초로 긴급의료구호사업을 실시한 나라이며, UNHCR과의 오래

속적으로 나타난다.

된 협력 관계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다. 르완다지부는 활발한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다음 사업을 결정

사업을 지속해 2000년 8월 르완다 정부로부터 NGO 활동에 대한 공식 허가

하는 방식보다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시

를 받았다. 굿네이버스의 르완다 긴급구호 활동 상황은 KBS, CBS, <중앙일보

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긴급구호 지원 경험은 지역의 필요와 장애 요

> 등 주요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국내 모금 규모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 제도적 구조, 사회·문화적 특성 등 사업 이행의 주요 요소를 사전에 파악

한편 르완다 난민 지원 과정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역 활동을 위해서는
케냐를 지역적 허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 5월 수도인 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은 굿네이버스가 아프리카 사업을 시작하는 시초가 되었다.

이로비의 빈민 거주 지역인 고로고초에 케냐지부를 설립하고 미취학 아동
의 교육과 주민 대상의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1995년 12월 대통령

2) 초기 단계의 지역개발사업
초기 단계의 지역개발사업은 방글라데시와 케냐, 르완다, 에티오피아에
５	우리나라 개발협력 역사상 정부-NGO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착수된 해이다. 당시 정부-NGO지원사업은 4
억 8,000만여 원 규모로 19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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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프로젝트 중심의 통합적인 지역개발 형태와는 구별된다. 또한 도시형

보건위생사업은 아동 대상의 교육과 보호 사업에 결합되는 형태로 수행되었

과 농촌형으로 구별되는데, 아동과 가정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일

으며,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었다.

반적으로 도시빈민촌사업을 ‘가정개발’이라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

각 사업장에서 초기 지역개발사업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공통적인 중요한

시 다카와 케냐 고로고초 등과 같이 도시 빈민을 위한 사업에도 아동과 가정

특징이 있었다. 먼저 사업 시작 단계에 사업장 조사서(PPW, Project Proposal

을 지원하는 방식이 포함되면 가정개발로 분류하였다. 초기 지역개발의 대표

Workbook), 장기 사업계획서(PPF, Project Proposal Form), 연 사업계획서

적인 사례로 방글라데시 시라지간지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996년

(POA, Plan of Action)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오광은, 유옥희 회원이 기부한 5,000만 원으로 시라지간지 부지

여러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다. 국내 모금 상황에 따라 사업 기금 조달에 제한

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지 구입을 계기로 농업기술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이 있어 계획한 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사업을 이

농촌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이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초등학교 지원사업, 학교 및 교육사업장

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지역사회 또는 다른 국제개발협력 행위자의 협

운영, 장학사업, 모자보호센터 운영 등 교육과 보호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력과 지원을 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
한 방글라데시 주요 개발사업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케냐 고로

1992~1999년 분야별 사업
분야

연도

사업명

지역개발

1992

방글라데시 찔마리 농군학교

1995

케냐 빈민구호개발사업

1996

케냐 고로고초 지역개발사업

1997

방글라데시 시라지간지 농업개발사업장 /
시라지간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1997)

방글라데시 주요 개발사업
1992년 방글라데시 찔마리에서 시작한 사업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의 빈곤 아동 교육과 봉제
학교사업을 거쳐 1996년에는 텔레구 보육원, 밧다라 빈민아동초등학교, 1997년 밀뿔 모자보호센터, 1998년 가타일
빈민아동초등학교, 지역개발사업, 장학사업과 1999년 굴산 모자보호센터사업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1년부터는

1998

방글라데시 가타일 지역개발사업

1993

방글라데시 다카 빈곤아동교육사업장

1996

방글라데시 밧다라 빈민아동초등학교

1996

방글라데시 텔레구 보육원

1996

방글라데시 헬프방글라데시 보육원

민 아동 수용을 시작으로 아동들의 정규교육과 자체교육, 의식주 제공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빈곤 지역 주민의 건강

1996

르완다 키갈리 루비리지 초등학교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 등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개발 초기에 시작한 보건의료사업은 이후 말라리아 예방

1996

케냐 지라니 교육센터

등을 위한 모기 퇴치와 질병감염예방사업 등으로 발전하였다.

1996

케냐 엠바카시 초등학교 지원사업

1996년 굴산 모자보호센터사업은 5개의 모자보호센터에서 영·유아 보호와 양육뿐 아니라 모자 대상 보건교육과 진

1997

방글라데시 밀뿔 모자보호센터

1998

방글라데시 가타일 빈민아동초등학교

1998

방글라데시 장학사업장

1999

방글라데시 굴산 모자보호센터 밀뿔·굴산 모자보호센터(2000년)

는 영양 급식과 건강검진 제공, 자녀 양육 부모교육 추가, 주간 탁아소 운영, 유아교육 등을 이행하였다. 특히 1998년

1999

케냐 지라니 학교

부터 주간 탁아소를 운영하며 낮 동안 엄마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탁아훈련과 탁아서비

소득 증대

1995

방글라데시 다카 봉제학교사업

스를 제공하면서 2000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빈곤 지역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보건 및 식수
위생

1993

방글라데시 찔마리 보건진료사업

가정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1998

케냐 고로고초 빈민보건위생사업장

교육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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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 지역개발사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굴산과 밀뿔에서 가정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 사업명은 방글라데시 불가촉천민인 텔레
구같이 사업 대상 또는 지역 이름을 붙이면서 형식적으로 해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모두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시내의 소외계층이나 외곽 지역의 빈민촌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상 연계되어 있었다. 2000
년에는 각각 운영되어 오던 밀뿔 모자보호센터와 굴산 모자보호센터를 통합하였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아와 빈

료서비스 지원, 임산부를 위한 태교교육, 출산 상담과 출산비 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1997년에는 다카의 빈민 밀집
지역인 밀뿔에서 기초유아교육, 건강관리, 보호자상담사업 등 굴산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8년에는 한 걸
음 더 나아가 주간 탁아소 운영, 영양 급식 및 유아교육 실시,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영양 보호와 집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빈민모자보호센터를 개관하고 의료봉사단 8명을 파견하였다.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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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사업 이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
케냐 고로고초 지역개발사업
굿네이버스는 1996년부터 고로고초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결연아동 700명에게

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국을 개소하면 반드시 현지 정부에 NGO 등
록을 하였다. 정식 NGO는 국가마다 등록 절차와 조건이 다르고 이를 둘러싼

생필품을 제공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학습교구와 교사 월급을 지급하며

맥락과 배경도 매우 다양하다. 케냐는 1995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7개월

지역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체육

만인 1995년 12월 공식 허가를 취득한 반면, 르완다는 같은 해 사업을 시작

활동을 장려했으며, 연간 3차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연아동들에게 정기

하고도 5년 후인 2000년에서야 공식 NGO로 등록되었다. 르완다 사무소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 남용과 HIV/AIDS 방지교육, 공중보건교육을 통해
건강 증진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신규 건축, 물탱크

1995년부터 빈민 영·유아 학령전교육, 교육사업, 보건급식사업, 탁아보육사업,

설치 등의 사업으로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해나갔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중

취학 전 유치교육 등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전

요성을 가르치고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스쿨 프로그램’도 운영하

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럼에도 NGO 미등록으로 1999년 활동에 제약을 겪

고 있다. 2016년 결연아동 1,276명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보건

어 2000년 7월 르완다 정부에 공식 등록을 요청하게 되었다.６

교육을 실시했으며, 1,61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또한 지역 내 30명의 남녀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Safe Club’을 조직해 아동

공식 NGO 등록은 자체로 비용이 들고, 사업과 인력 운용 등 여러 측면

권리옹호활동을 펼쳤다. 동아리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직접 아동성폭력예방 인

에서 사업국 정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굿네

형극을 기획해 지역 내 학교를 돌며 공연을 펼치고 거리 캠페인을 하며 아동권리

이버스는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

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지라니 교육센터를 통해 도시 슬럼 지역의 빈민 아동에게 초등
정규교육과 영양 급식을 제공하고 600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국 정부, 지역 정부, 국제기구, 지역 주민 등 다층위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
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시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빈곤으로 교육 기회를 상실한 아동들에게 비

사업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굿네이버스는 사업 초

정규 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급식 제공, 보건교육, 지역개발사

기부터 본부에서 현지 사무소에 직원을 직접 파견해 관리하는 정책을 취하였

업을 추가했고, 1998년에는 적정 수준의 기초 인문 교양과정과 기술교육 외에 인
근 초등학교까지 급식사업을 확대하였다. 이후 코이카지원사업으로 1999년에는

다. 그러나 사전 훈련과 경험 부족으로 파견 직원들이 현지에 쉽게 적응하지

빈민아동교육사업, 진학지원사업, 급식사업, 캠프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0

못하고 결국 철수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본부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과

년에는 비정규 교육과정 특별교육, 주 5회 무료 점심 급식, 직업 및 기술 교육, 청소

본부의 거리를 좁히려던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이러한 경험은 차후 현지 지역

년 신앙 캠프 및 일반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
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아동 급식과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단도
라 지역 내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총 210명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사무소를 확산할 때나 전체 전략을 수립할 때, 현지 사무소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관 역량으로 축적되었다.

실시하였다. 기존 고로고초 지역개발사업은 보건위생사업 중심이었으나, 굿네이
버스가 지라니 학교를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교육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었다.
굿네이버스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1998년과 1999
년에는 예방접종과 아동건강증진사업(정기 영양식 급식), 보건교육(신체발달교육,

3) 사업 확장을 위한 조직적 변화

성교육, 가족계획, 자녀 양육법, 성병 및 에이즈 예방법)을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

초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며 지역

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마을 방역을 진행하고, 아동 보건 치료와

주민을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시켜 주인 의식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립

예방접종을 시작해 2010년에는 매일 80여 명을 진료할 수 있었다. 또한 말라리아
검사와 치료 외에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월 1회 이동진료를 진행하였다.

에 이르게 하는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또는 ‘지역개발’
의 형태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단기적 필요에 집중하는 구

６ 국가별 사업국 개소 시기 및 NGO 등록 시기는 p.181 하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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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의 필요에 따

로벌 NGO의 기틀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해 별도 법인으로 이웃사랑

라 지역개발사업의 기회를 열고, 지역에서 필요한 작은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회 국제본부를 설립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되었다. 하지만 단기 구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파악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는 굿네이버스 해외자원봉

하고 발굴해 다음 해에 연계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방

사단(GNVol) 1기로 3명의 봉사단원이 방글라데시에 최초로 파견되었다. 자

글라데시 사업도 단기 구호의 초점은 아동보호와 지원이었지만 이를 효과적으

원봉사단은 청년층이 개발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개발협력활동에 대한 이해

로 이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정과 지역사회의 빈곤 극복 방안을 찾아 확장

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했다. 이러한 가정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장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
역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였다. 1996년 개최한 첫 연례회의는 이처럼 현장에
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은 한국 정

2. 도전과 변화(2001~2007)

부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행위자(actor)와 지역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2년 시작한 방글라데시 찔마리 사

1)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업과 이듬해 다카에서의 빈곤아동 교육 및 봉제사업은 한국방글라데시개발

(1)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원조 효과성

협회(KDAB)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으로 지

1990년대에는 서구 사회에서 원조 피로(aid fatigue)와 무용론이 제기

정된 다카 농촌개발사업은 동시에 영국정부기금후원(ASSP)에서도 지원을 받

되며 각국의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사업 전반에 활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국제

았다. 영국정부기금후원은 다섯 종류의 씨앗 400kg을 후원하였고 굿네이버스

사회는 21세기를 열며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열망을 담아 유엔 ‘새천

는 1,500가구에 씨앗 250g씩을 제공했다. 이러한 작은 협력 경험들은 이후 국

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고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에 다시

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다리가 되었다.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안정

한번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여건이 급격하게 달라

적으로 유지될 때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졌다. 국제개발협력 담론과 빈곤 감소 노력은 크게 유엔과 OECD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국내 모금은 1996년까지 르완다 난민 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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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매년 50%씩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1997년

먼저 유엔은 2000년 9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빈곤 감소를

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10%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다만 기금의 증가세

위한 8개의 MDGs를 제시했고 회원국들은 매년 국가별 MDGs 보고서를 발

가 일시 기금에 한정되어 매년 새로운 방식의 국제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민

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

이 뒤따랐다. 그러나 2001년 후원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외 사

는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

업의 비중에도 변화가 생겼다. 1990년대에는 국내사업에 대한 모금 비중이 전

해 자국 정부에 빈곤 감소 노력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정책 활동을 펼쳤다.

체 모금의 약 80%로 압도적으로 컸고, 나머지 20% 중 약 15%가 국제사업으

한편으로는 OECD DAC를 중심으로 원조와 국제개발협력활동 성과를

로, 그리고 나머지 약 5%가 대북사업으로 모금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

평가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여국들은 원조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

어서면서 국제사업 모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로마고위급회담(HLF-1)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후 2005년 파리고

국제사업 확장을 위한 큰 계획도 실행에 옮겼다. 이전까지는 사업부에서

위급회담(HLF-2)에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1995년 3월 1일 신설된 협력부가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되면서 원조와 개발협력의 새로운 규범이 수립

국제협력과 회원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5월 1일 모금국

되었다. 주인 의식, 원조 일치, 원조 조화, 성과 중심, 그리고 상호 책무성 강화

(Support Country)으로 미국 굿네이버스를 설립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글

라는 5가지 파리원칙은 현장에서 수원국과 수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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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규범적 지향성을

서 활동 범주와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사업 내용상 구호 중심 활동이 여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개발협력활동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히 상당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원조 효과성 논의는 2008년 아크라고위급회담을 거쳐

발사업이 시도되었다. 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활동과 개발협력사업

마지막으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로 이어졌다.

을 구분해 각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맞는 진행 방식이 고안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과 관련해 정책 방향에

증가한 개발 NGO들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활동과 개발협력 정책 이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개발협력 관련 최초의 정책 문서는 2003년 대통령자

슈에 연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1999년 개발 NGO 협의체인 한국해

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 ODA소위원회의 ‘우리나라 대개발도상국

외원조단체협의회(KCOC)가 출범하며 회원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ODA 정책의 개혁 과제와 개선 방안’이다. 이는 2005년 ‘대외원조 개선 종합

KCOC는 민간단체 봉사단 파견, PCM 교육, 정보와 경험의 교류 등을 통한

대책’으로 확장되었으나 대외원조를 외교정책의 하나로 인식한 논의에 머물렀

공동 역량 강화를 꾀하였다. 굿네이버스는 개발 NGO 협의체 간 연대의 중요

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성을 인식하고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7년

KCOC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발판으로 MDGs 국내 이행을 위한

과 2010년 각각 ‘ODA 중기 전략(2008~2010)’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한국 GCAP가 결성되어 빈곤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옹호주창활동을 펼

을 채택하면서 공적 원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치기 시작하였다.

(2) 한국 개발 NGO의 증가와 성장

2) 굿네이버스 조직의 확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개발 NGO는 크게 성장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4년과 2005년 남아시아

(1) 양적 성장

지진해일, 2010년 아이티 지진 등 대규모 재난·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시대를 맞아 굿네이버스는 해를 거듭하면서 양적·

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재난 피해 지역과

질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굿네이버스의 개발협력사업 활동의 양적

개도국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굿네이버

수준 증가는 큰 틀에서 사업국과 사업장 수의 증가 추세로 가늠할 수 있다.

스를 비롯한 한국 개발 NGO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
은 자연스럽게 후원 증가로 이어졌다.

사업국, 사업장 수

(단위: 개)

７

이런 배경에서 개발 NGO 수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서비스 딜리버

사업국 수

사업장 수

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업 규모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코이

1993

2

4

카가 NGO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1994

3

5

1995

4

7

1996

3

9

1997

4

13

1998

5

17

1999

6

23

2000

6

21

소계 (1993~2000)

6

21

2001

8

24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도 개발 NGO의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대형 개발 NGO들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７	KCOC 회원 단체를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설립된 회원 단체는 총 43개, 2000년대에 설립된 회원 단
체는 총 50개이다. 개발 NGO 단체 설립 연도는 1960년 이전부터 1999년까지 46개,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51개, 2010년 이후 17개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작 연도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30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4개, 2010년 이후 24개이다. (손혁상,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집문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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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7

업의 예산은 26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4년 14억 원으로 단기적으

2003

10

31

로 감소한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상승세를 보여 2007년 예산은 총 81억 원에

2004

10

33

이른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었음에도 꾸

2005

17

40

2006

19

64

2007

21

71

소계 (2001~2007)

21

71

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부문의 예산은 2006년까지 국제개발

2008

22

90

협력 예산에 포함되어 집계되었다. 2004년 단기적인 개발협력 예산 감소세는

2009

23

101

2000년대 초반 전체 예산의 증가가 긴급구호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2010

24

132

설명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대응 긴급구호에 약 10억 원, 2005년

2011

25

159

2012

29

171

2013

30

172

2014

34

186

2015

33

204

년까지는 전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소계 (2008~2015)

33

204

2008년 이후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긴급구호의 예산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2016

35

195

2017

35

192

2018

36

210

2019

37

199

2020

39

212

소계 (2016~2020)

39

212

*굿네이버스 30년사 주요지표 글로벌 조직 기준, vol 1. p.295 참조

굿네이버스의 개발협력사업은 1992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작한 이

준한 예산 증가세를 보인 것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굿네이버
스 활동에 대한 기대로 해석될 수 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대응 긴급구호에 약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대형 재난
대응 긴급구호 활동이 없었던 2004년에 국제개발협력활동 예산 총액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긴급구호의 특성상 해마다 부침이 있지만 2007

■ 긴급구호사업 ■ 국제협력사업 ■ 해외개발원조사업
(단위: 원)

(단위: 원)

6,000,000,000

100,000,000,000
90,000,000,000

5,000,000,000

80,000,000,000
70,000,000,000

4,000,000,000

60,000,000,000

래 7년 후인 1999년 6개국 총 23개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다시 8년 후인
2007년에는 21개국으로 3.5배 확대되었고 총 71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개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국과 사업장의 증가는 굿네이버스에 대한 후원

3,000,000,000

50,000,000,000
40,000,000,000

2,000,000,000

30,000,000,000

금과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설명된다. 인도적 지원 활동을 포함한 국제개발협
력, 국제협력사업８, 대북 지원 예산의 총합이 이전까지 10억 원 미만이었으나

20,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0

2000년에는 무려 2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대북사업
예산이 별도로 추계되었으나 인도적 지원,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국제협력사

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년)

* 출처: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결산 기준
* 해외개발원조사업은 우측 단위, 긴급구호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은 좌측 단위로 적용함.

８ 국제협력사업은 뉴욕과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운영을 포함한 국제기구 네트워크 활동을 의미한다.

076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GN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집행 추이

4장. 지역개발

077

같은 기간 굿네이버스는 지리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먼저 아프리

재건사업을 수행하다가 2007년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해 긴급히 철수해

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전략적 확대와 사업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

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은 굿네이버스가 완

을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모금사업을 시작하고 서남아시아

전 철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으나 본부에서는 이를 현지화의 기회로 판단

와 중남미까지 진출하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사업을 발굴하는 통로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철수 후에도 인근 GN파키스탄, GN타지키스탄의 협

이전 시기보다 다양해졌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여전히 긴

력으로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운영 논의를 했고, 현지 직원들의

급구호를 이행한 이후 재건사업으로 연계한 사례이다. 그리고 2000년 초기

의견에 따라 직원 중 한 명을 현지 책임자로 임명해 현재까지 사업국을 운영

에 대정부사업의 후속관리사업도 맡기 시작하였다.

하고 있다. 또한 현지화 지원으로 매년 권역별 워크숍에 아프가니스탄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였고, 2008년 네팔에서 별도의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하기도

(2) 성장통을 딛고 앞으로

하였다. 2009년에는 네팔 사업국의 협조로 네팔 직원 2명의 모니터링팀을 아

굿네이버스가 전 세계로 사업 지역을 넓히고 사업장과 사업 수가 증가

프가니스탄에 파견해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현장

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본부에서 직접 모든 사업에 깊숙

방문의 어려움을 임시적으로 해결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

이 개입하여 방향과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탄 직원들을 GN 국제회의에 초청해 정책 이해와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도록

초기 단계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였다. 아시아권역본부 신설 후인 2012년에는 집중 콘퍼런스콜로 업무 논의

수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굿네이버스 역사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인 소

를 진행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초청해 사업 운영 관련 별도의 모니터링 세션

말리아 긴급구호 당시에도 현지 선교사 네트워크의 협력으로 활동을 확대할

을 진행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제한으로 사업과

수 있었고, 르완다에서도 선교사들의 기여가 컸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헌신

기금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곳에서 지역개발사업의 필요를 발굴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업 발굴·관리 전문화와 사업 관리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사업 지역이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선교사들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굿네이버스는 현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훈련된 파견 직원과 현지

경우가 많게는 15개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단순 구호

직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지 직원 역량 강화는 먼저 사업을 이

활동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야별 접근 특징이 뚜렷해지

행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역 구성원으로부터 획득해 무엇이 가장 긴급한

고 높은 수준의 책무성이 요구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

있는 인력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는 것이었다. 아울러 사업국 운영에 필요한 회계와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

본부는 일부 사업국에는 직원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시도했

한 교육과 훈련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진행 방식은 굿네이버스

으나 현지 경험과 체계적 훈련을 거치지 않은 직원이 장기간 사업을 관리하는

의 조직 역량뿐 아니라 사업 이행 지역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지 선교사들은 현장 특성을 잘 이

주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파송 교단이나 별도 소속처가 있어 굿네이버

최초의 권역별 직원 직능 강화 훈련으로는 2007년 5월 27일에서 6월 1

스의 조직 운영이나 단체의 가치, 철학, 방향성에 대한 간극이 장애로 작용했

일까지 5일간 케냐에서 아프리카 권역 워크숍(The 1st GNI Africa Regional

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사업국 현지 정부 관계자가 소개해준 현지 파트너를

Workshop: Staff Training on Project Cycle Management)이 열렸다. 케냐

통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회계 투명성의 문제로 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사

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이집트, 르완다, 탄자니아, 차드 등 총 6개국이 참여하였

업국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안전 문제로 파견 직원이 상주할 수 없는 사

다. 초기 권역별 워크숍의 핵심은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PCM 교육이었다.

례도 있었다.
2002년 사업국을 개소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긴급구호 이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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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해외사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일하 이사장(당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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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프리카·아시아 권역 지부장들과 3박 4일간의 권역별 회의를 각각 개최

2000~2007년 개발사업의 분야별 접근

했다. 그 결과 사업국의 현황 파악과 지역개발사업으로의 전환, 아동결연 메

분야

시기

사업명

커니즘과 사업국 운영 구조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운영 구조를 행정(AD,

지역 개발

2001

방글라데시 밀뿔 가정개발사업

2001

방글라데시 굴산 가정개발사업

2006

케냐 나이로비 고로고초 단도라 지역 지라니어린이합창단 창립

Administrative Division), 사업 운영(OD, Operation Division), 결연관리
(SSD, Sponsor Services Division)로 재조직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직능별

2003

네팔 상글라 보육원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굿네이버스 스탠

2003

네팔 버디켈 보육원

더드를 만들 수 있었다. 이때부터 현지 직원을 위한 권역 워크숍이 본격적으

2004

네팔 버디켈 초등학교

로 진행되었고,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 통

2006

파키스탄 하리푸르 아동교육센터

젠더

2001~2005

아프가니스탄 여성교육문화센터

소득 증대

2005

네팔 카트만두 직업교육센터

2006

파키스탄 하리푸르 직업훈련센터

2000

케냐 메구아라 저수댐 축조 공사

2005~2006

탄자니아 동부 기생충관리사업

2006

네팔 보건위생교육, 진료보건사업

2000

르완다 레메라 루꼬마병원 지원사업

2002/
2005~
2010

아프가니스탄 초음파 진료센터
아프가니스탄 카불주 보건소 사후관리(코이카 PMC)
의료·보건사업(4개 사업장)

합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사업국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었다. 권역별 회의는 그동안의 사업국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도전의 한 전환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3)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수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굿네이버스의 사업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 단기적 구호 중심이었던 사업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해마다 내용을

교육 및 보호

보건 및 식수 위생

의료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어졌다. 2000년대에도 방글라데시나 네팔처럼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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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유사한 형식으로 사업을 발굴해 이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하지

된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러한 소득증대사업은 주민들의 자립을 최종 목적

만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케냐 나이로비의 지라니어린이합창단

으로 한다는 점에서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설립 등 수혜 대상을 특정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파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기반의 사업 형태이기도 했다.

악해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도 이뤄졌다. 2000년에 이행한 르완다 도립병원

이 시기에는 또한 젠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앞서 소개한 파키스탄 사

중 하나인 레메라 루꼬마병원 운영협력 지원사업은 6명의 전문의와 1명의 간

례는 소득증대 목적에 젠더 이슈를 중첩시킨 사업이기도 하다. 2005년 아프

호사를 파견하고 전문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2005

가니스탄에서는 굿네이버스 최초의 여성권리증진사업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년과 2006년 탄자니아 기생충관리사업도 국제기구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를 설립하고 문자 교육을 제공해 여성 문맹률을 낮추고 여성의 사회 활동 참

협업한 보건위생사업이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

여를 지원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문화적 환경 아래에서 진행한 이 사업

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은 지부장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본대사관, 핀란드 정부, 코이카와 협력해 센

2000년대에는 가정개발과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소외 지역이나 소외계

터를 건립하는 등 젠더사업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센터 중심의 소득증대사업을 시작하였다. 네팔 카트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펼쳤다는 것 외에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특별

만두 직업교육센터는 ‘가축대부사업’을, 파키스탄 하리푸르 직업훈련센터는

한 의미가 있다. 2006년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GNVol)로 아프가니스탄에

간단한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했다. 파키스탄은 종교적·

파견되어 현지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한 故 심민정(2006년 12월 소

문화적 특성상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

천), 故 임효진(2007년 1월 소천) 봉사단원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눔과 봉

이 있어 여성의 취업과 경제생활 자체로 여성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이

사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단원은 현지와 한국에서 각각 급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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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발병으로 소천하였지만 그 열정과 헌신은 이후 가족들의 후원과 나눔으
９

로 이어져 굿네이버스의 역사와 정신에 새겨져 있다.

진을 도모하고 보건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8월 탄자니아 동부
지부를 설립해 INGO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1호 기생충 박사로 불리는 고려

한편 2000년대 초기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

대 임한종 명예교수, 충북대 엄기선 교수, 연세대 용태순 교수, 서울대 채종일

발 중심’과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점차 발전되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 케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사업을 시행했다. 전문 의료진

냐 식수위생사업인 메구아라 저수댐 축조 공사와 2006년 탄자니아 동부 기생

과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자니아 지역 대부분에서 기생충 문제가 발

충관리사업은 규모와 전문성에서 초기 단기 사업과의 차별성을 잘 보여준다.

견되어 2007년 2월과 8월에 각각 5~6차에 걸친 기생충 관리를 진행했다. 그
중 탄자니아 북부 므완자 지역은 빅토리아 호수가 오염되어 많은 지역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되고 주혈흡충에도 50% 가까이 감염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케냐 메구아라 저수댐 축조 공사

굿네이버스는 2008년 9월 므완자 소외열대질환１０관리사업에１１ 착수했다.

굿네이버스는 2000년 자체 기금과 코이카의 민관협력기금을 매칭하여 케냐 트랜스
마라의 메구아라 농촌 지역에 저수량 14만 톤 규모의 저수댐을 축조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였다. 메구아라는 수도 나이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탄자니아 접경 지역으로, 여
러 난관을 뚫고 공사를 마무리해 2002년 4월에 축조 공사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케냐 트랜스마라의 경우 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
지 않아 일상생활과 가축 사육에 필요한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2시간 넘게 5km
이상 걸어야 했다. 주 수입원인 가축에게 젖은 풀을 먹이기 위해 대다수의 가장과

3. 지역개발활동으로의 전환(2008~2015)
1)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성장

남아는 가축 떼를 몰고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이로 인해 가족의

(1)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일시적인 해체와 학습 결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메구아라 댐 완

2005년 파리선언과 5대 파리원칙은 공여자 중심 원조에 대한 반성에

공으로 7,000명의 주민과 2만 5,000마리의 가축이 항상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
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에게 발생하던 수인성 질병이 감소하고

서 출발했다. 기존 원조가 수원국의 현실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

학교 등록률 상승과 복지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 메구아라 댐은 완공

로 공여국 기준에 맞춰 개혁을 강요하거나, 수원국과 수혜 지역 주민들의 자

후 20년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도 지역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케냐 정부에

조 역량을 강화하지 못해 원조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리선언 이

서는 메구아라 댐에 추가 시설을 설치해 물을 언덕 마을까지 상수도로 보급하기 위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메구아라 지역 주민의 최우선적 필요에 부
응해 저수댐 축조 공사를 시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댐을 관리하
며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메구아라 댐은 농업용, 가축용, 상수도용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원조 효과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의 좋은 사례이다.

후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는 빈곤 감소와 발전 과정에서 수혜 주민들의 참여
를 통한 역량 강화와 자립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선진국에 경제 위기가 닥치자 직접투자와 해
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소득국도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동시에 식량과 에
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국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맥
락에서 원조 효과성 담론은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원조

굿네이버스는 2006년 탄자니아 동부인 불루(Mbulu), 루소토(Lusoto),

에서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며 개발 성과와 효과에 초점을 맞추

코로궤(Korogwe) 등 4개 지역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 300만 명을 대상으로

는 개발효과성 논의로 발전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

기생충 감염 실태와 기초 건강 상태 조사, 구충제 투여 등을 진행하며 건강 증

９	고 심민정 가족들의 후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장학기금사업이, 고 임효진 가족들의 후원으로 탄자니아
테게타 직업훈련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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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개발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주제로

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 개발협력사업 현장에서는 사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

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발 NGO의 해외사업 규모가 1990년대 이전 154억

이 참여한 이 세미나는 ‘개발효과성’ 이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논의 방향 설정

9,900만 원, 1990년부터 1999년까지 4,306억 2,500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

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협력사업의 과정에서는 수혜 지역 주민

가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1년 국제개발협력 CSO들

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적·민주적 거버넌스와 투명성이, 성과 측면에서는

의 총사업실적은 1조 1,649억원에 달한다.１２ NGO에 대한 코이카의 ODA 지

수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궁극적으로 자립과 결과에 대한 상호 책무성

원 규모 역시 2000년 6억 1,800만 원에서 2010년 91억 원으로, 다시 2012년

이 강조되었다.

에는 309억 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 경험이 쌓인

2010년대 초반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주요 파트너들이

개발 NGO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협동

MDGs 달성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경주했다. 아울러 MDGs 성과를 평가하

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활동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고 보완해 새로운 공동발전목표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행하였다. 같은

이행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기간 일본 대지진과 동아프리카 기근 등 대형 자연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편 이 시기의 한국 개발 NGO 활동에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

긴급구호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개발 NGO의 정책 활동은 대부분 대중 인지

인도적 위기의 장기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인도적 위기의 심화와 장기화는 대

제고(public awareness)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국내

규모 난민 발생으로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장기화되는 난민이슈에 대한 적절

외 네트워크를 통한 옹호주창활동과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으

한 지원과 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중요한 국제회의인 G20 정상

요컨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회의 병행회의 ‘Civil G20 Dialogue’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병행회의 ‘부

경제 위기와 대형 자연 재난 등 인도적 위기의 복합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국제

산세계시민사회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회의 병행회의는 개발

개발협력 방향을 설정하였다. 유엔 SDGs는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협력 담론을 주류화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이었

모든 회원국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과 평화 의제를 담

고, 개발 NGO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을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OECD DAC를 중심으로

가장 주도적인 연대체로는 빈곤 퇴치 캠페인을 위해 2005년 결성된 GCAP

전개되던 원조 논의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효과성 증진’을 강조하였다.

와 부산총회를 앞두고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

GCAP와 KoFID 두 연대체의 활동은 모두 설립부터 성장까지 굿네이버스의

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ODA 활동에 대한 조정을

역할과 기여가 매우 컸던 KCOC가 중심축이 된 것이 특징이다. 굿네이버스를

시도했다. 2008년에는 ‘ODA 중기 전략(2008~2010)’, 2010년에는 제1차 기

비롯한 한국 개발 NGO와 시민사회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여해

본 계획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2011~2015’를 수립해 ODA 예산

개발효과성 논의에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현장 경험을 바

을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증액할 계획도 공표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탕으로 정책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권리보호와 개발협력 과정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개발 NGO들이 코이카

에서의 주민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재원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코이카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

(2) 시민사회 활동의 강화 및 지원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할 즈음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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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이일하 이사장(당시

에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현장

회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가위원회) 위원(2006~2012), 코이카 자문위원

사무소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가장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

(2007~2019)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발 NGO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또

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급하게 결연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조직

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 대표(2005~2012),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의 성장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이 시점

이사장(2009~현재)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에도 일조하였다.

에서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며 결연 후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
한 아동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본부에서 체계적인 결연아동 사례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케이터

2) 글로벌 NGO로 성장하다

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케이터는 사업국 역량에 따라 결연 안정화 지

(1) 조직 운영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와 해외사업국의 확대

원, 모금국 지정사업의 질적 관리와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자 한시

2000년대 후반은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 그러나 국제 현장과 모금국인 한국의 원활한 소통

한 시기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장 뒤에는 해외 아동결연을 통한 후원의

을 위해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현지 직원을 위한 권역 워크숍이

급격한 증가와 사업 전문성의 강화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시스템

해외 아동결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굿네이버스 역시 2005년부터 결연

구축,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사업국의 사업 수행

후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개발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었다.

력사업의 재정 규모 증가로 이어져 국제사업 비중이 국내사업을 넘어서는 수

굿네이버스는 2008년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빈

준에 이르렀다. 후원 증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시민의 관심과 열정이

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

반영된 것이며 이는 곧 굿네이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량 강화와 주민 참여 기반 사업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사업 수행과 아동 중심 사업의 지속성 확

2012~2020년 결연아동 수
연도

결연아동 수

2012

12만 1,525명

2013

15만 8,130명

2014

18만 7,042명

2015

20만 2,192명

2016

20만 9,347명

2017

20만 6,206명

2018

21만 1,774명

2019

20만 9,394명

2020

21만 2,039명

보, 지역 주민 참여에 기여하였다.
또한 아동결연보다 지역개발 조직으로 눈을 돌려 2008년, 마침내 사업

비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자립 도모

목표

1. GNI 지역개발사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전문적인 사업 수행
2. 아동 중심 사업의 지속성 확보
3. 지역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
4. 효율적인 사업 수행 지원

출처: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및 해외 아동결연 후원보고서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해외 아동결연의 급격한 증가가 곧바로 지역개발사업의 질적 제

추진전략

1. 도시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접근 방식 및 사업내용 차별화
2. 지속적 결연을 통한 수혜아동 확대
3. PAP(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 교육 및 활용 지원
4. 지역 주민 조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부에서 결연 후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자,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는 결연 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아동을 찾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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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해외 개발협력사업을 아동결연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방
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결연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사업은 가장 효
과적인 모금 방법으로 안정적인 사업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

신규 사업국 및 신규 사업 선정 기준
신규
사업국
선정
기준

만 후원자와 아동결연 관리, 그리고 사업 이행의 복잡성이 단점으로 지적된

최빈국 관련

UNDP 인간개발지수(HDI Ranking) 하위 50개국 해당 국가
ODA 연계 관련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사

법적 규제로 인한 NGO 등록 및 활동에 제약이 없는 국가
신규 지부 정착 및 사업 착수 1단계(1~6개월)인 ‘사업 조사 및 착수’ 단계에서 현
지 노동법 및 NGO 관련 법규, 규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고, NGO 및 INGO 연
합체에 등록 진행
2단계(7~12개월)인 ‘사업 착수 관리·운영’ 단계에서 NGO 등록을 완료하고, 정
부 및 INGO, 지역사회 등과 협력 진행
3단계(12~24개월)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현지 사업국 내에서의 네
트워크를 강화

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개발 목표를 인식 증진, 기본적 욕구 해소, 취약성
의 감소와 지역사회 역량 구축으로 놓고 참여, 주도성, 자조, 역량 강화, 자력
화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방향과 지침은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효과성 담론과 지역 주민의 역
발협력 분야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다양한 사업 경험과 단단한 국제 네트워크를

신규
사업
선정
기준

사업 타당성
관련

모금국에서의 자원 개발과 자원봉사 인력 활용에 효과적인 사업
신규 사업 분석 기준에 자립 발전성과 수원국 또는 지역민 참여도, 관심도가 포
함되어 있음

로, 글로벌 NGO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본부는 통합적 지역개
아동 중심 사업

아동 중심의 사업으로 아동결연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
신규 사업 관련 양식에 포함되는 장기 사업계획서(PPF, Project Proposal
Form)의 경우에도 아동결연을 기초로 하며, 신규 사업 분석 기준 역시 아동결
연 가능 여부가 GN 신규 사업국 발굴의 주요 전략으로 사료됨

지속 가능성

신규 사업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준비된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

이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되며 다른 행

유엔 MDGs 및 GNI 3대 사업 추진 방향에 적합한 사업
(GNI 3대 사업 추진 방향: CRC, Advocacy, Network, )
PCM에 의거하여 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사업

기반으로 규범과 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재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
발 방식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접목되고

한국 NGO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국가 (서비스의 중복 및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국가)
코이카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향후 대규모 펀드 유입이 가능한 국가
신규 사업 분석 기준에 모금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음

업 내용에 대한 지침을 <아동결연에 기반한 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담

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궤를 같이하였다. 이는 굿네이버스가 국제개

OECD DAC 수원국 리스트 최빈국 50개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

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 반영해 사업국 선정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해외사업국 확대 전략의 세 가지 키워드는 ‘긴급구호’,
‘최빈국’, 그리고 ‘ODA 연계’였다. 신규 사업국 선정 기준은 수혜자 필요를 기반

2020 달성을 위해 선진 글로벌 NGO의 본부 구조를 벤치마킹하고자 영국의 주

으로 최빈국 기준과 ODA 연계 가능성 두 가지였다. 먼저 최빈국 선정을 위해서

요 INGO를 방문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 국제본부(IHQ )의 역할과 기

는 OECD DAC에서 지정한 최빈국 및 저소득 국가 기준과 UNDP의 인간개발

능, 모금국과 사업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관의 최

지수(HDI Ranking) 지표를 차용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이 중 지리적으로 아프

근 사업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참고해 IHQ와 굿네이버스 한국(GNK)을 업

리카 대륙의 하위 50개국에 초점을 맞췄다. 둘째, 긴급구호와의 연계를 통한 사

무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조직 내에 인트라넷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업 발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형 인도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권역본부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적 위기를 겪은 지역에 긴급구호를 이행하고, 이후 지역개발로 연계하는 방식으

다. 곧이어 2011년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필리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

로 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빈국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와 최빈국 대

램을 운영하여 로컬 리더십을 양성하였고, 결연아동관리시스템(CMS), 회계시스

응을 연계해 신규 사업국으로 선정했다. 2006년 파키스탄, 2007년 인도·차드,

템(퀵북) 등 조직 관리를 위한 국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8년 과테말라·말라위, 2010년 아이티·파라과이 등이 그 예시이다. 해외사업
국 확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신규 사업국 선정과 승인 기준은 우측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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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중심 권역본부체계의 출범

같은 시기 굿네이버스는 비전 2020을 선포하며 글로벌 NGO로서의 조

굿네이버스는 조직 운영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현장 중심 원칙을 강화

직 운영과 업무 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5월에는 비전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아프리카, 2011년 아시아와 중남미 권역본부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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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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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개최 국가

교육명

일자

개최 국가

교육명

2015. 03. 29.~04. 01.

방글라데시

2015 아시아 권역 IGD 워크숍

2007. 05. 25.~06. 01.

케냐

2007 아프리카 권역 워크숍

2015. 04. 20.~24.

과테말라

2015 중남미 권역 IGD 워크숍

2007. 09. 03~07.

방콕

2007 아시아 권역 워크숍

2015. 06. 22.~26.

한국

WFP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사업 워크숍

2007. 12. 04~15.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지부 워크숍

2015. 07. 06.~09.

필리핀

2015 아시아 권역 OD 워크숍

2008. 09. 22~24.

방글라데시

2008 아시아 권역 워크숍

2015. 08. 03.~06.

과테말라

2015 중남미 권역 ODA 워크숍

2008. 10. 01.~12. 20.(12한주)

한국

연세-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과정

2015. 09. 07.~10.

케냐

2015 아프리카 권역 OD 워크숍

2008. 10. 29.~31.

에티오피아

2008 아프리카 권역 워크숍

2015. 11. 27.

한국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기본교육

2009. 06. 16~18.

탄자니아

2009 아프리카 권역 워크숍

2016. 02. 04.

한국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기본교육

2009. 06. 30.~07. 02.

네팔

2009 아시아 권역 워크숍

2016. 04. 20.~22.

필리핀

재난 위험 경감 훈련

2009. 07. 03~06.

네팔

아프가니스탄 행정 워크숍

2016. 06. 01.~03.

한국

2016 GNI OD 워크숍

2010. 01. 26~30.

인도

참여적 사업 조사, 사업계획

2016. 07. 25.~28.

케냐

2016 아프리카 권역 IGD 워크숍

2010. 05. 11~13.

스리랑카

2010 아시아 권역 워크숍

2016. 08. 23.~26.

네팔

2016 심리사회적 지원 워크숍(1차)

2010. 06. 08~11.

에티오피아

2010 아프리카 권역 워크숍

2016. 08. 29.~09. 01.

과테말라

2016 중남미 권역 IGD 워크숍

2010. 10. 11~13.

한국

사업국 직원 교육

2016. 09. 20~23.

과테말라

DME 역량 강화 워크숍

2011. 02. 21~26.

필리핀

2011 1차 GNI Staff Training

2016. 10. 25.~28.

몽골

2016 아시아 권역 IGD 워크숍

2011. 06. 27.~07. 01.

필리핀

2011 아시아 & 중남미 AD 워크숍

2016. 11. 23.~27.

네팔

2016 심리사회적 지원 워크숍(2차)

2011. 06. 28~07. 01.

방글라데시

2011 아시아 권역 OD 워크숍

2016. 12. 20.

한국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기본교육

2011. 07. 11.~15.

르완다

2011 아프리카 & 중남미 OD 워크숍

2017. 02. 18.~21.

네팔

2017 심리사회적 지원 워크숍(3차)

2011. 07. 12~15.

르완다

2011 아프리카 & 중남미 권역 OD 워크숍

2017. 02. 20~23.

르완다

2011. 08. 15.~19.

에티오피아

2011 아프리카 AD 워크숍

아프리카 DME 시범 사업국 르완다 성과관리체계 전환
1차 컨설팅

2011. 09. 04~11.

필리핀

2011 2차 GNI Staff Training

2017. 05. 29.~06. 02.

태국

2017 아시아 사업국 리디자인 워크숍

2011. 11. 14~19.

필리핀

2011 3차 GNI Staff Training

2017. 05. 29.~30.

한국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기본교육

2012. 07. 29.~08. 04.

한국

2012 아시아 권역 워크숍

2017. 06. 25.~07. 01.

르완다

르완다 성과 기반 관리체제 전환을 위한 2차 컨설팅

2013. 06. 19.~20.

과테말라

보건과 영양 세미나

2017. 09. 05.~08.

필리핀

재난위험경감사업 워크숍(Disaster Reduction Risk
Workshop)

2013. 07. 09~12.

칠레

2013 중남미 권역 CSM(Country Staff Meeting) 및 긴급
구호 워크숍

2017. 10. 25.~28.

네팔

2017 심리사회적 지원 워크숍(4차)

2014. 02. 24.~25.

필리핀

2014 심리사회적 지원 워크숍

2017. 11. 22~23.

한국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심화교육

2014. 03. 11~14.

에티오피아

2014 IGD 워크숍

2017. 11. 28.~12. 01.

말라위

2017 아프리카 권역 IGD 워크숍

2018. 04. 24.~25.

한국

2018 신임 지부장 경영교육

2019. 01. 13.~02. 03.

태국

글로벌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017. 07. 18.~20.

태국

2017 리더십 워크숍(Cultivating GN Leadership
Workshop)

2017. 09. 04.~07.

태국

2017 GNI Financial Accounting Capacity-building
Workshop(2017년 해외사업국 재무회계 역량 강화
워크숍)

2018. 07. 30.~08. 02.

필리핀

2018 리더십 워크숍(Cultivating GN Leadership
Workshop)

2018. 08. 04.

필리핀

2018 필리핀 CSP 워크숍

2014. 04. 29.

파라과이

길거리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워크숍

2014. 05. 18.~22.

인도네시아

2014 인도네시아 회계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교육

2014. 05. 27.~30.

몽골

2014 몽골지부 모니터링 및 회계 교육

2014. 07. 28.~08. 01.

에티오피아

2014 아프리카 권역 회계 워크숍

2014. 08. 11~13.

케냐

2014 아프리카 권역 OD 워크숍

2014. 09. 01~04.

방글라데시

2014 아시아 권역 OD 워크숍

2014. 09. 16.~19.

베트남

2014 아시아 및 중남미 회계 워크숍

2015. 03. 16.~19.

에티오피아

2015 아프리카 권역 IGD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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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개최 국가

교육명

2019.08.28~30.

태국

2019 리더십 워크숍(Cultivating GN Leadership
Workshop)

2019.12.16~20.

차드

RBM and Leadership Workshop

2020.05.07~20.

온라인

2020 권역 회계 직원 워크숍(Regional Finance Staff
Workshop)

2020.08.10~09.04.

온라인

GN DME Basics

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지역 정보를 획득해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하
는 ‘참여적 사정 기법(PAP, 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이 도입되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 전략의 참여 원칙을 구체화한 방법
이었다. PAP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확
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에 반영해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PAP가 실제 현장에서 모든
사업에 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워크

치되어 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역본부

숍을 통해 전 세계 직원에게 제공하고 사업국 개소를 위한 5개년 계획에 반영

설립 전인 2007년과 2008년부터 시작한 권역별 워크숍은 본부와 현지 사업

하는 등 적극적으로 PAP를 도입하였다.

국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권역본부체계는 2011년 10월 이후 본격화해 2012년
부터는 권역본부가 본부와 연계해 직접 현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
행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다. 2013년 모금국과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센터가 신설된 것이다. 국제

PAP 가이드라인
참여적 사정 기법(PAP, 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은 구성원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지역개발사

협력센터는 모금을 위해 시도 중인 모금 사업국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업

업을 설계하는 평가 도구로, 구성원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무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사업에 지역적 균형을 위한 노력

굿네이버스는 <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 A Comprehensive Assessment Guide>를 통해 언제, 어떻게 PAP

이 가시화되었다. 2013년은 그간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치우쳐 있던 사업을

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해당 발간물은 PAP에 속하는 평가 도구의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
며, 이 중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핵심 구성원 인터뷰,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서부로 확장한 해이다. 이는 지역적 균형뿐 아니라 최빈국, 또는 최저개발 국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또한 평가 도구 사용 이후 문제 나무(problem tree)와 목적 나무(objective

가로의 접근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tree), 논리 모형(logframe) 등을 작성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사업국 평가 역량과 프로젝트 설

이러한 변화는 권역 중심 체계로의 전환에 일부 기인하였다. 권역별로

계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지부 대표자 미팅을 통해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접근
과 훈련 방법 도입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 같은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교
육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또한 권역본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슈를
해결하며 사업국의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했다.
굿네이버스 PAP 워크숍

(3) 참여 중심 지역개발

2008년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굿네이버스는 사업 기
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우선시해왔다. 지역개발

굿네이버스는 2010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 타밀 나두주와 무두말리 지역에서 PAP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18개국 32명의 직원이 참석해 PAP 기술을 습득하며 지역개발사업에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참가자들은 지역 지도 그리기, 경향 분석, 벤다이어그램, 타임라인 등 총 13가지 기법을 통해 PAP 이론

위원회(CDC,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를 조직해 주민 스스

과 실제를 배웠다. 또한 무두말리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과 실습하며 PAP의 기반을 다졌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워

로 지역의 현장 수요 조사, 사업 기획, 사업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참여한 것이

크숍을 통해 각 지역개발사업장에 PAP 기법을 적용시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사업 효율을 높였으며, 궁극적으로 굿

다. 지역개발사업은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일정 수준 안정화되어 국가 특

네이버스가 지향하는 아동에 초점을 둔 지역개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성과 직원 역량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과를 기대하는 단계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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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구조의 국제 규범을 내재화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은 현장에서의 변화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국별협력(PMC)

옥수수사업은 추수 후 건조 작업과 살충제 살포 등 춘궁기를 대비해 별도 창고에서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에

ODA 사업에 참여하며 코이카는 물론이고 수원국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사

각종 농기구와 농업 약품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연 규모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파일럿

업 이행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굿네이버스 최초의 PMC사업은 파라과이 정부

프로젝트 이후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받은 기금으로 창고와 방앗간, 트럭을 구입하며 기반을 다졌다.

와 코이카가 지원한 파라과이 취약아동·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사업이었다.

실제 굿네이버스 말라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WFP P4P(Purchase for Progress)에 매칭그랜트(연 예산 40만
3,190달러) 파트너로 참여하며 조직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 첫 조합인 치오자 조합(Chiwoza Cooperative)을 설

2008년 8월 출범한 파라과이 신정권은 빈곤 퇴치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최우

립하였다. 이곳은 옥수수 이외에도 돼지나 콩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2013년 WFP

선 과제를 실행하고자 한국 정부에 사업을 요청하였다. 굿네이버스는 2009년

P4P사업 결과, 비료와 씨앗에 대한 자금 상환이 90% 이상 이뤄지고 수매된 옥수수가 WFP를 비롯한 중소 거래인

파라과이 아동청소년청 관리자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2010년 11월 재활훈련
원을 개원하였다. 2주간의 초청 연수에는 파라과이 아동청소년청 장관과 실

을 통해 시장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P4P사업은 2014년 2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
서 옥수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클럽이 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옥수
수재배사업은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보건복지부와 코이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를
견학하며 한국의 정책과 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반영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
어서 굿네이버스는 2011년 7월까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과 산로렌조 지역
을 중심으로 청소년 재활훈련원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프로그램 개발
과 직원교육,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이행하였다. 아울러 코이카와 국제기구

탄자니아 므완자 소외열대질환(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관리사업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해 성과를 도출했다. 다음은 말라위

2008년 9월 시작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로부터 지원받아 한국

치오자 옥수수재배사업과 탄자니아 므완자 소외열대질환관리사업 사례이다.

의 기생충 전문가인 굿네이버스 의료 전문위원들과 탄자니아 므완자보건연구소의 협력를 통해 5년 계획으로 시작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5만 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퇴치에 주력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질병예방교육, 검사와 투약이 가능한 병원 건축, 우물을 통한 안전한 식수 확보, 교육교재 개발과 정기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굿네이버스는 2009년 코메섬 전체 주민에게 구충약을 투약한 이후 2010년 2월 재감염률을 조사하였다. 이때 조
사 지역 주민 중 13.1%가 주혈흡충에 재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구충제가 몸속 기생충을 죽일 뿐 재감염 위협
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환경 개선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반증이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서 기생충 감염 노출
위험을 낮추는 환경과 인식개선사업을 병행했다. 굿네이버스는 섬에 우물 40여 개를 설치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해 근본적인 생활

말라위 치오자 옥수수재배사업

습관의 변화가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이렇듯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소외열대질환 환자는 여전히 많았고, 기생충 퇴치는 지속적인 치료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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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에서 진행한 옥수수재배사업은 굿네이버스가 꾸준히 강조해온 소득증대사업에 속한다. 말라위지부는 신규

개선이 이뤄져야 해 체계적 의료시스템의 필요성과 욕구가 점점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외열대질환 전문병원을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CDP에서 기본적으로 대부사업과 기술교육을 통한 옥수수, 콩, 버섯, 돼지 관련 소득증대사업

짓자는 제안이 내부로부터 제기돼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08년 외교통상부로부터 아프리카 국제빈

을 진행하였다. 이 중 특히 농업용수가 풍부한 세 곳(Katsumwa, Chambwe, Chingwuo)에서는 고소득 작물인 채소

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게 된 굿네이버스는 2009년 7월 31일 기공식을 갖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전개

재배를 통한 관개농업에 집중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말라위에서는 16개 소득증대 그룹에 1,903명이 참여하였

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2011년 아프리카 최초의 소외열대질환 전문병원인 ‘NTD Clinic’을 개원했다. 하루

다.

평균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NTD Clinic에서 2011년 한 해에만 1만 5,235명이 약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말라위에서 옥수수 재배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의

병원은 주혈흡충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간 1만 2,000여 명의 주혈흡충병과 기타 질환자를 치료하고 건강교

경우 10~12명이 1개 클럽에 속해 사업장마다 농업기술을 전수받고 회전기금 방식으로 비료와 씨앗을 대부받아 농

육을 진행한다.

사를 지었다. 이에 굿네이버스 말라위에서는 신규 참가자에게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추수 후 상환 금액은 다시 CDC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기생충 퇴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자 2011년 1월 소외열대질환 연수를 진행했다. 이를

별도 계좌인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해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금으로 쓰도록 했다.

위해 므완자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과 소외열대질환 전문병원 직원 3명 등 탄자니아 현지 의료인 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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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자 사업 영역
초청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기생충 퇴치 경험을 전수했다. 이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

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으며 대한기생충학회와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신풍제약 공장 등을
방문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이해하고 동수원병원에서 열흘간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한 소외열대질환관리사업 결과, NTD Clinic 내원 환자 기준 감염률은 2012
년 37%에서 2013년 8.8%로 감소했다. 학생 감염률 역시 2012년 대비 8% 감소했으며, 학교 투약률은 86%, 지역

1) 비전 2020을 향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

민 투약률은 66%까지 증대되었다. 사업 지역 내 주혈흡충 감염률은 2012년 대비 28.2% 감소했으며, 질병 인식 수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NGO로의 도약을 위해 조직의 장기적 방향성을

준 역시 기존 35%에서 69%로 향상되었다. 굿네이버스는 2013년 소외열대질환관리사업 종료 이후, 5년간의 노하

제시하는 ‘비전 2020’을 수립했다. 비전 2020은 굿네이버스가 조직적 차원에

우를 지역 의료 인력에게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2014년에는 포럼을 개최해 굿네이버스의 축적된 보건의
료사업 전문성과 사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탄자니아 국립

서 2011년까지 글로벌 NGO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보건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현지 보건 인력의 NTD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해 기생충 확인 방법

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글로벌 NGO의 조직적 면모를 갖추

과 랩실 활용법 등을 교육하였다.

기 위해 GPC와 GCDC를 설립하고 GN글로벌얼라이언스와 파트너십 기준을
세우는 등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꾀했다. 글로벌 NGO 조직으로의 성장은 국
제개발협력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굿네이버스는 2020년 기준 총 39개국 212개 사업장에서 지역개발사업
과 긴급구호를 포함해 98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사업부터

4. 전문화 시대(2016~2020)

현재까지 신규 사업국에 진출하는 통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와 재건사업의 연계,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발굴, ODA

2015년까지 국제개발협력 담론을 이끌었던 전 세계 빈곤 인구가 절반

사업 연계이다.１３

으로 감소하며 MDGs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8

2010년대 이후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내용상 뚜렷한 차이가 있는

가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원조와 개발협력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것은 아니지만 지역개발의 접근 방식과 사업 수행 방식에는 변화를 보인다. 먼

과 이슈가 존재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받았다. 유엔은 MDGs가 개도국의 사

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행위자(actor)들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코이카

회개발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췄던 점을 보완해, 2015년 ‘누구도 소외되지

와는 안정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ODA기금사업 및 연계한 사후관리사업을 꾸

않는 개발’ 그리고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발전과 환경, 평화 의제를 포괄하는

준히 수행했다. 2011년부터는 말라위 치오자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SDGs’를 채택하였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네팔 약초산업 시

한국 정부도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장 참여를 통한 서부 산간 무구·훔라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 2015년 파라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이 도시 빈곤 아동의 직업 역량 강화와 권리증진사업, 말라위 특용작물을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실제 2018년에는 한국

통한 소득증대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16년 외교부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

ODA 규모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계속되었다.

개발 NGO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행위자(actor)들은 새로운 변혁에
대한 기대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SDGs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발전 기
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18가지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독려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행위자(actor)들은 이 같은 흐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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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이후 재건사업으로 연계된 국가는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
키스탄. 아이티. 칠레,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발굴에 해당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이집트, 미얀마, 몽골, 인도, 필리핀, 차드, 그리고 ODA 사업 착수 후 사업국으로 전환한
형태로는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가나. 요르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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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탄자니아 사업국에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국제질병퇴치기
여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기금을 확보해 므완자 소외열대질환관리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리스트
협력
기구

사업국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USD)

과 신양가주 키샤푸군 모성사망률감소사업 등 보건사업을 진행했다. 이 외에
도 몽골 친환경 적정기술과 사회적기업 모델을 통한 빈곤층 난방효율개선사

국제기구/
타 기관

1,300,000

3,000,000

네팔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2012. 06.~2015. 07.

네팔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
Phase II

2016. 06.~2018. 12.

4,000,000

르완다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2012. 01.~2015. 06.

3,000,000

르완다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
Phase II

2016. 03.~2018. 12.

3,000,000

르완다

Sustainable Market Alliance and Asset Creation for
Resilient Communities and Gender Transformation
(SMART) Project

2020. 07.~2023. 12.

탄자니아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2014. 01.~2018. 02.

5,000,000

방글라데시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SZHC) Project

2014. 01.~2017. 06.

3,300,000

방글라데시

Building Resilience to Achieve Zero Hunger Project
(BRAZHP) - Duration 1

2018. 09.~2019. 02

22,401

방글라데시

Building Resilience to Achieve Zero Hunger Project
(BRAZHP) - Duration 2

2019. 03.~2020. 02

24,509

방글라데시

Building Resilience to Achieve Zero Hunger Project
(BRAZHP) - Duration 3

2020. 03.~2021. 02

33,362

말라위

Maize Production for Income Generation and Food
Security under P4P Program

2013. 01.~2013. 12.

200,700

179,490

필리핀

Community Based Early Warning System and
Evacuation Drill

2014. 04.~2015. 03.

23,000

20,000

캄보디아

Strengthening Community Resilienc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Ou Chrov, Banteay Meanchey

2016. 02.~2016. 12.

56,274

193,596

키르기즈
공화국

Improved school meals development and community
nutrition based on the greenhouse

2020. 03.~2020. 09.

6,374

WFP 4,568
지역정부 1,957

로벌 정책옹호활동에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국제기구와 협

키르기즈
공화국

Improved school meals development and community
nutrition based on the bakery

2020. 03.~2020. 09.

14,901

WFP 6,607
지역정부 4,731

력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엘살바도르

Programa de Respuesta a Emergencia en Salud y
Seguridad Alimentaria para El Salvador

2020. 05.~2020. 12.

10,260

타지키스탄

The implementation of a WFP Assistance Programme

2020. 09.~2020. 12.

니제르

Emergency Relief in Mangaize Malian Refugee Camp

2013. 09.~2013. 12.

50,810

차드

Gaga Refugee Camp Livelihood Support Project

2014. 10.~2015. 09.

150,000

케냐

Enhanc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Project in
the Kakuma Refugee Camp

2014. 11.~2015. 07.

400,000

탄자니아

2015 The Common Market Project for Nyarugusu
Refugee Camp

2015. 03.~2015. 08.

162,630

(KOICA
137,041)

탄자니아

2016 Enhancing Livelihoods and Self-reliance of
Congolese and Burundian Refugees with Mixed
Solution

2016. 04.~2016. 12.

639,938

UNHCR 400,000
(KOICA 249,890)

WFP

업은 개발협력연대연계사업(DAK)으로, 2016년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를 활용한 탄자니아 잔지바르 아동·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케
냐 도시 취약계층의 지역자립지원사업, 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구축
사업 등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과 사회적경제 연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등 신규 기금사업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해왔다. 최근에는 농촌 지
역개발 대규모 기금 사업 수행 전문기관으로,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과 코이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말라위 농업 기반 소득증대사업은 파일럿 실시 이후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어 WFP P4P 매칭그랜트 파트너로 참여해(연 예산 40
만 3,190달러) 조직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한 첫 조합을 설립하였다. 비료와 씨
앗을 90% 이상 회수해 수매된 옥수수를 WFP를 비롯한 중소 거래인을 통
해 시장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판매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 사업은 2014년
에는 2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15년 네팔 지진 긴급구호사업에서
는 UNOCHA의 조정 기제인 클러스터에 참여해 보호 클러스터를 이끄는 역
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UNHCR의 ‘Bangkok
Consultation’ 회의와 2016년 난민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글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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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00

2,000,000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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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IOM

UNCDF

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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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2017 Enhancing Livelihoods and Self-reliance of
Congolese and Burundian Refugees with Mixed
Solution

2017. 05.~2017. 12.

550,000

UNHCR 550,000
(KOICA 250,000)

탄자니아

2018 Enhancing Livelihoods and Self-reliance of
Congolese and Burundian Refugees with Mixed
Solution

2018. 01.~2018. 12.

320,000

320,000

탄자니아

2019 Enhancing livelihoods and self-reliance of
Burundian refugees in Nduta refugee camp and host
community

2019. 01.~2019. 12.

228,012

UNHCR 577,600
(KOICA 118,427)

탄자니아

2020 Enhance Livelihoods and self-reliance to
Refugees and Host Communities in Kigoma region

2020. 01.~2020. 12.

451,097

니제르

Niger Hamdallaye, ETM PoCs’Protection and
Education Project Focused on Children and Women

2019. 06.~2019. 12.

35,540

니제르

Niger Hamdallaye ETM, Agro-livelihood support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host community and
refugees

2019. 10.~2021. 11.

102,345

니제르

Niger Hamdallaye, UNHCR ETM vocational training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refugees & host
community

2020. 08.~2021. 12.

126,000

에티오피아

Asosa livelihoods and economic inclusion of refugees
and host communities project

2020. 01.~2021. 06.

366,666

도미니카
공화국

UNDP & Good Neighbors Dominican Republic
Cooperation for Micro Hydroelectric Power
(Alternative Energy) Project in Chinguelo Community

2012. 09.~2014. 09.

61,667

290,468

아프가니
스탄

Kunar River Bank Forestation for Water Conservation
and Improved Livelihood

2018. 12.~2020. 12.

10,000

UNDP 46,000
OCHR 36,320

스리랑카

Interfaith Women, Peace and Security Networks
(N-Peace)

2019. 10.~2020. 12.

21,000

인도네시아

Special Care and Support for Child Refugees and
Asylum Seekers to Enjoy Basic Rights

2014. 07.~2014. 11.

50,000

요르단

Socio-economic empowerment of Syrian refugee and
vulnerable Jordanian women through microbusiness
development

2020. 11.~2021. 10.

405,000

A Savings Group Program in Nyarugusu Refugee
Camp – Phase I

2017. 11.~2018. 06.

탄자니아

Scaling up access to finance in the Kigoma Region
Phase 2 (Nduta and Mtendeli camp)

2018. 06.~2018. 12.

49,998

탄자니아

Scaling up access to finance in the Kigoma Region
Phase 3 (Nyarugusu, Nduta camp and HC)

2019. 06.~2020. 12.

92,864

방글라데시

2020 Child-Centered Care for Rohingya Children and
Adolescents

2019. 12.~2021. 01.

190,000

840,678

방글라데시

2021 Child-Centered Care for Rohingya Children and
Adolescents

2021. 01.~2021. 12.

69,340

499,146

필리핀

Inclusive Child-led Disaster Risk Reduction in Angeles
City, Pampanga

2020. 11.~2021. 11.

73,469

250,551

타지키스탄

Safe in school: Combatting VAC, with focus on girls in
the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2020. 11~2022. 10.

71,739

151,787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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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

모잠비크

Building Resilience through Edu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in the Cyclone-affected
Schools in Mozambique

2020. 12.~2021. 12.

119,858

라오스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 project for
adolescent and young people

2019. 10.~2020. 09.

100,000

도미니카
공화국

Prevention of adolescents pregnanc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HIV-AIDS in San Jose and
San Juan de La Maguana districts

2019. 04.~2020. 12.

238,394

르완다

Empowering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in
Rwanda to realise their human right to equality,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freedom from violence
and discrimination

2020. 07.~2023. 06.

137,000

WHO

몽골

World hearing day-2019

UNOPS

미얀마

ROKASEAN
협력기금
(AKCF),
UNESCO
IVI

UNFPA

432,639

431,000

2019. 01.~2019. 12.

556

Emergency Support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2020. 03.~2020. 06.

711,506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Increasing Access to Basic Education in CLMV
Countries through Flexible Learning Programmes

2020. 08.~2022. 04.

1,135,814

네팔

Enhancing Cholera Control in Nepal (ECHO-Nepal)
Project

2020. 12.~2024.01.

368,500

SZHC: WFP, KOICA, GN =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사업
SZHC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WFP에 ODA 예산을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한 해외 지역개발사업이

73,198

다. WFP와 코이카, 굿네이버스가 함께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의 식량 안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소득증대, 교육, 식수, 보
건 등을 포괄하는 종합농촌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전신은 FFNV(Food for
New Village)로, 외교부의 한국형 원조에 대한 개발 의지와 WFP의 굿네이버스와
의 협력 의지로 태동한 한국 최초의 다자 원조 개발 프로젝트이다. FFNV는 WFP
의 식량지원사업의 전문성,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결
합해 지역민 스스로 민주적 결정을 통해 만성적 식량 안보 위기로부터 벗어나 지
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WFP본부는 FFNV사업의 성공
적 사례를 기반으로 SZHC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처음에 계획한 네팔과 르완다 외
에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를 추가하여 대상국을 4개국으로 확대했다. SZHC 프로
젝트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식량을 확
보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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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교육 분야는 2015년 굿네이버스 글로벌 교육 전략(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2008년부터 본격화된 지역개발사업장이 5년 주기를 맞

Global Education Strategy with Technical Note)을 수립해 전 사업장에 배

음에 따라 평가체계를 고민하게 되었고, 특히 사업 디자인부터 점검해야 한

포하며 이전 프로그램과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전문화를 도모했다. 아동보호

다는 차원에서 DME(Design, Monitoring & Evaluation)체계에 대한 연구

와 교육사업은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사업 초기 단계부터 핵심적인 요소였

를 시작하였다. 사업평가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국제개발사업의 전략 방

다. 그간의 사업이 주로 교육 인프라 구축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ICT를 활용한

향을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서부터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차

교육 콘텐츠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등 신기술과 매체를 통한 양질의 교육 접근

원에서는 2014년 국제사업본부 산하의 팀 조직을 분야별(교육, 보건, 인도적

성 증진과 교육 소프트웨어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아동의 기본

지원, 사회적경제)로 개편하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

권 옹호를 위한 매개로 아동과 여아 대상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특별 기획하

별 사업 전문화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의 ODA 유치에서부터 국제

거나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ICT에 기반을 둔 사업을 다수 기획했

기구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2017

으며, 희망학교의 성과관리체계와 매뉴얼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유

년 SDGs의 기조에 맞추어 포용성과 개발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 관점

치했다. 사업 과정에서 에누마, 삼성전자, 교육부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

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기관 미션과 비전을 연계한 ‘굿네이버스 국제개발

관계를 구축했고, 2018년에는 교육 접근성 확대와 부모·교사 교육을 실시해

사업 전략 방향과 결과체계(GDA)’를 개발하며 전략과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아동교육권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각 분야별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시에 주인 의식, 참여, 자립을

바탕으로 KCOC의 국제개발협력 입문서 개정판의 교육 부문 원고를 집필하

독려하고 전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개발협력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했다. 다음은 희

전 사업국을 대상으로 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지역 사업국 간의 동료

망학교사업과 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 파라과이 사업 사례이다.

검토 진행,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 진행, 분야별 전략서와 가이드라인 발
간 등으로 가시화된다. 사업 성과와 이행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한편, 보
건과 식수 위생처럼 최종적으로 같은 목표를 다른 분야 사업으로 진행할 때

희망학교 지원사업

는 통합된 분야의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반영

굿네이버스 희망학교 지원사업은 2009년 故 박용하 홍보대사가 아프리카 차드
로 봉사 활동을 다녀온 이후 팬들과 함께 모금한 돈으로 파샤아테레 마을에 자신

하기 위해 지역 조직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자

의 별칭을 딴 ‘요나스쿨’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희망학교는 아동의 교육 기회

원봉사자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도의 적극적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

확보를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프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과 평가에

로젝트로, 현장 중심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굿네이
버스를 비롯한 국내 6개 NGO 단체는 2012년 SBS와 함께 희망학교 지원사업을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개발위원회, 교사·학부모 협의회, 식수위원

본격 출범시켜 2016년까지 5년간 기초교육 수요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아프

회, 조합 등을 조직해 주인 의식을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또

리카 대륙에 총 100개의 학교를 건설했다. 굿네이버스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아프

한 지역 주민 리더십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활동도 지원했다. 굿네이버스는

리카 11개국에 52개의 희망학교를 지원했으며, 2016년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100

전 사업국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 대상의 서베이와 OD 워크숍을

호 희망학교인 콰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와 미디어센터를 건립하였다. 희망학교
100호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 기금과 대학생의

통해 참여 중심 접근 방법을 점검하고, 지역개발위원회(CDC)의 민주적 운영,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SBS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과 미디어를 결합한 형태였다.

주인 의식 부여를 위한 주민 교육훈련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

이처럼 희망학교사업은 학교 건축뿐 아니라 교육 기자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

울러 지역 교사, 정부, 유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CDC 활동을 지

원, 교사 보수 교육 등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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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학교 지원사업은 총 3단계로, 희망학교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수요에 따라 학

하기도 했다.

교를 신·증축하고 학교 내 제반 시설을 확충하며 교육 물품을 제공한다. 두 번째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파라과이 국경이 봉쇄되고 2020년 말까지 휴

희망교육 단계에서는 아동권리교육과 보건위생교육을 제공하고 교사·학부모 교

교령이 공표되었다. 이에 대면 수업이 중단됨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공교육의

육 등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모두 확대한다. 마지막인 희망마을 단계에서는 학교를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수업을 추진하며 굿네이버스에 공

기반으로 보건, 식수 위생, 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장

영 방송국을 통한 교육 방송 송출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는 코이카, EBS, 파라과

하게 된다.

이 교육과학부와 함께 한국의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과 경험을 지원받아 <Good

굿네이버스는 희망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청소년들에게 좋은 이웃

Kids>를 제작하였다. 해당 방송은 스페인어, 과라니어 언어교육과 아동권리교육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그들이 지식에 대한 희망, 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03편으로 기획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매일 오후 3시

래에 대한 희망을 넘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

에 방송되고 있다.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굿네이버스는 5년간 진행한 희망학교 지원사업이 종결된 이
후에도 SBS와 지속적인 모금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갔다. 또한 교육부 정기 소식지
기고와 교육 ODA 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하였다. 희
망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비희망학교 재학생에 비해 긍정적
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공동체 유대감이나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인식이 달

보건 및 식수 위생 분야는 <보건의료·식수 위생 지원사업 전략서>를 발

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시민 의식도 월등히

간하는 등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

높았으며,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 정도도 비희망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 및 식수 위생

분석됐다.

분야는 2016년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역 변화와 모델 확산 단계를 거치며 이
후 현황 분석과 새로운 전략 수립 단계에 들어섰다. 2015년에는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사업 CHW(Community Health Worker) 가이드라인>을 발간
하여 각 분야를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해 사업 전문성 강화를 초점으로 현지

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 파라과이 사업

직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다. m-Health 사업은 지역 보건원(CHW)을 활용
한 모성건강관리사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전문성이 부각되고 새

파라과이는 보급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
다. 하지만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TV 방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코이카와 협력해

로운 국제개발 행위자(actor)와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파라과이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을 통한 아동권리증진사업’을 실시하였다.
굿네이버스는 2016년부터 파라과이 최초의 어린이 드라마 <작은 희망>을 제작했
으며, 여러 방송국을 찾아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교육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옹호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8년부터 TV를 중

삼성전자와 USAID와 함께 가나에서 진행하는 m-Health 사업

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BS에서 수입한 <우당탕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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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쿠!>는 뉴스를 제외하고 동시간대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굿네이버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나에서 ‘m-Health를 활용한 모자보건증진기여사업’을 수행했다.

굿네이버스는 이 외에도 소외 지역 내의 멀티미디어실 신축과 개·보수를 진행해

m-Health(mobile health)는 휴대전화나 휴대용 의료 기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와 보건서비스를 통칭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는 용어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반 의료’ 개념이 부상하며 정보

멀티미디어실 지원이 불가한 소규모 학교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이동식 문해와

통신기술 기반 의료사업이 주목을 받고,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기기 접근성 역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함에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 36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증

따라 m-Health 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진 워크숍을, 시민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

굿네이버스는 2016년부터 삼성전자와 USAID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아래 어퍼이스트, 볼타, 이스턴 등 3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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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Advocacy) 분야는 굿네이버스 3대 사업 추진 방향 중 하나이
에서 ‘굿네이버스 가나 m-Health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가나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장을 파견했다. 아울러 가

다. 특히 UNCRC에 기반한 ‘아동권리옹호’는 국제개발사업에서 항상 주력해

나보건청-삼성전자 간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외부 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는 등 본

온 분야이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사업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가정, 학교,

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2017년에는 사업 관리 인력 공백이 발생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

지역사회 환경, 나아가 국가법과 제도를 변화시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더

지만, 2018년 2월 신규 사무장을 파견하고 태블릿 PC 2,720대를 배분하며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환자 정보 기록과 관리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인 e-Tracker와 시스템 협력 개발을 위해 오슬로대학교, 삼성전자,

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

가나보건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슬로대학교에서 만든 DHIS2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에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주

가나보건청과 애플리케이션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USAID와 보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변 이해관계자와 의무 부담자들이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책무를 다할 수

m-Health 사업을 통해 가나 3개 주는 수기로 환자의 정보와 진료 기록을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태블릿 기
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로 전산화시켜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었으며,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입력해

있게 하는 전략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주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보건의

요 형태는 첫째, 각 활동 지역에 학교 기반의 아동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위원

료 데이터 관련 지식과 태블릿PC 업무 활용도, 데이터 관리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를 두어 아동들의 총체적인 역량 강화(empowerment)를 도모한다. 둘째,
국가·지역별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내에 아동보호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아동을 포함
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각도의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탄자니아 CHW 사업
굿네이버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으로 탄자니아 키샤푸 지역에서 지역 보건 인
력을 활용한 모성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키샤푸 군 보건 시설들의 모자보건서비스 역량을 강화하
고,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 증진 활동을 진행했으며, 주민 조직을 활성화시켜 변화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
원하였다. 보건 시설 지원과 보건 인력 역량 강화는 전통적인 보건사업의 개입 요소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

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변화를 넘어 국가 정책의 변화, 국제사회
옹호활동 등 통합적인 아동권리옹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래 몽골의 아동권
리옹호사업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주민 조직화’라는 굿네이버스 주요 사업 수행 방법에 따라 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종료 이후에도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 조직화를 통한 보건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개선의 중심에는 지역 보건원(CHW)이 있다. CHW는 지역 주민 중

몽골 아동권리옹호사업

단기 교육을 받고 지역 보건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전문 의료 인력은 아니지만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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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등 공유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임

굿네이버스 몽골은 2011년부터 아동학대예방과 권리 향상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

산부를 보건 시설에 등록시키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CHW는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기 때문에 활

회 인식 개선,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유관 민간

동 지역 안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등의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주요

단체들과 협력해 몽골 인구의 3분의 1에게 아동권리교육과 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

사업 수행 원칙인 ‘주민 조직화’를 통해 지역 자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키샤푸 지역의 CHW는 210

적인 옹호사업을 전파하였고, 이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아동위원회 회원 기관으로

명 정도에 불과해, 굿네이버스는 각 마을 정부 주관으로 126개 마을에서 마을당 3명씩 추가 선발한 약 380명에 대

인정받아 매년 아동권리보호와 아동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안하는 자격을 얻는 등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CHW를 교육할 트레이너 20명과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할 슈퍼바이저 48명의 교육도 함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루어졌으며 가정방문과 활동에 필요한 자전거, 가방, 티셔츠, 통신비 바우처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굿네이버스 몽골은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성학대예방교육, 학

키샤푸에서는 그동안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주민들도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를 받게 되었고, 보건소에서 정기

교폭력예방교육, 부모교육 등 총 14개 교육을 울란바타르시의 교육 시설과 기업,

적으로 검진을 받는 임산부도 늘어나게 되었다.

공무원과 협력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전체 아동

키샤푸 지역에서 진행된 모성건강관리사업 수행 결과, 2018년 지역에서 산전과 산후 관리를 받은 산모 비율은

123만 454명(2018년 몽골 통계 기준) 중 38만 5,494명(31.3%)이, 몽골 전체 성인

2016년에 비해 각각 37%와 83% 증가하였다. 또한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은 9%, 임산부 산전 관리의

중 3만 4,144명(1.7%)이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

필요성을 인지한 가장의 비율 역시 1년간 3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도 30개 학교에서 아동권리클럽 조직 활동,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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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심리상담센터 운영, 몽골 전역에 아동권리 TV 방송과 온라인 교육, 캠페인 등
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에 아동권리 인식을 전파하고자 노력해오고 있
다.
또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 제안과 옹호활동에
도 힘써왔다. 2016년에는 몽골인권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전국 단위의 조사를 바
탕으로 분석 내용과 구체적 제언을 담은 <아동권리 실태 조사서>를 제작해 국회
시행 명령에 반영하였다. 2016년에는 ‘제75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사전 심의’에서
‘대안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등 몽골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나갔다. 이 외에도 아동돌봄서비스 강사, 아동권리감독관 및
가족 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정부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 지식 향상
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현장 기반의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노력은 ‘굿네이버스 비전
2030’의 ‘세부 추진 과제 4-2(지역사회 기반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세부
추진 과제 6-1(GN 프로젝트 CDP 모형 개발 및 파트너십 국가 적용 확대)’, ‘세
부 추진 과제 16-3(지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활동 강화)’ 등에 구체적
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전략 목표 II. 지
역공동체 불평등 해소 및 회복력 강화’를 통해 교육과 보건서비스 구축을 넘
어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 지역사회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8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4장. 지역개발

109

5

장

1. 자립으로 가는 다리, 사회적경제
1) 지역개발사업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다

사회적경제

굿네이버스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처음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궁
극적인 빈곤 종식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깊이 고민해왔다. 장기간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우 일회적이고 단순한 구호 활
동이나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식량과 깨끗한 물, 기초교육과 위생 시설 등
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굿네이버스는 ‘무조건
주기만 하고 떠나는 원조가 아니라 소득증대사업, 교육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첫 해외사업국인 방글라데시 찔마리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가
정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농군학교를 통해 농업훈련, 농장 프로그램, 직업·기
술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시라지간지
에서 농업훈련, 목축·양어·작물 재배교육과 세미나, 여성 대상의 봉제 직업훈
련, 청년봉사훈련원 운영, 의료보험조합 등 지역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으
로 구체화되었다. 사업은 크게 농장 운영과 인력 양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998년에 빈민 농가의 소득증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
농장을 운영하면서 씨앗을 배분해 채소를 재배하였고 새끼 오리 200마리를
사육하였다. 아울러 농촌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장 운영을 위한 영
농 후계자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였다. 이는 1999년 시라지간지 최초의 농업훈
련원 개소로 이어져 자체 사업은 물론 다른 단체의 창구 역할을 했다. 또한 같
은 해, 주민들이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액금융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에는 농장에서 운영한 3곳의 양어장 중 2곳에서 가두리양식을 실시하
고 우사 1개소를 건축했다. 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농업과 양계사업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형태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 훈련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굿네이버스가 사
회적경제나 자립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학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별 가정의 자립적인 생계유지를 목표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저소득·저개발 문제에 대해 소득 증대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기초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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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자립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축이 된 곡물창고사업 모델은 단순히 종자나 비료를 현물 배분하는 사업

굿네이버스의 사회적경제 경험은 대북지원사업을 이행하면서 자연스

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규모의 경제를 이해하고 공동 경작-저장-판매하는 일

럽게 축적되었다. 굿네이버스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 활동

련의 과정에서 시세 차액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말라위와 르완다,

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고민하다가 축산 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WFP나 코이카 등과 연계하는 등 규모가

원을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구빈리 협동농장과 연계한 우

계속 확대되었다. 특히 공급사슬의 연쇄적 과정에서 제기된 부가가치가 높은

유 가공 시설 설립이 그 시작이었다. 이미 굿네이버스가 지원한 젖소가 있는

원물 가공 등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으로 운영하였다. 사회적기

구빈리에 멸균기, 크림 분리기, 냉장 차량, 유산균 설비 등 가공 기계를 설치해

업 설립 역시 초창기에는 공적 자금을 통해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규모 있는 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농장원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016년 르완다의 카페드기사가라(Cafe de Gisagara) 설립 이후 법인의 자체

2005년에 설립한 남포 사료공장사업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사료

투자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시의성 확보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였다. 협동조

공장을 통해 가축들에게 지속적으로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축산사

합과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업의 생산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되는 아연 등 광물을 한

2018년 굿네이버스 최초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소액 금융기관(MFI, Micro

국으로 판매해 사료 원료 공급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장 운영의 자립

Finance Institution) 설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성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사료공장사업은 기존의 젖소목장

2010년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 현장과 대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협

과 양계장과의 연계로 신규 축산단지 개발로 발전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정

동조합과 적정기술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초기 단계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성제약연구소 병주사제공장을 준공해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생제를

굿네이버스는 2009년 9월 축열기 ‘지세이버(G-saver)’ 생산과 관련해 특허청,

공급했다. 이 같은 대북 지원 경험은 향후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사)나눔과기술, 한밭대학교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몽골 지역의 난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큰 노하우로 작용했다.

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조사와 축열기 개발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 몽골
에 지세이버(G-saver)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본부에서는 사회적경제사업 확
장을 위한 조직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2011년 1월 사회적경제 전문성 확보를

2) 사회적경제 사업의 흐름과 현황

위한 별도 사업단으로 조직된 사회적기업사업단은 국내외 수익 사업 모델을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 현장의 풀뿌리 경험과 대북지원사업을 바탕으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였다.１４

로 초창기 사회적경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기관 내의 적

2012년부터는 적정기술사업을 ODA와 연계해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하

정기술과 소득증대사업 장려, 사회적기업의 중점 사업 영역 확대 등은 단순히

는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정책 아래 굿네이버스 말라위는 옥수

소득증대를 벗어나 사회적경제사업의 단초를 제기하며 굿네이버스 역사의 터

수재배사업을 하면서 소득증대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개발위원회에 자금을 지

닝 포인트로 자리매김하였다.

원해 비료와 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성공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은 굿네이버스 최초의 사회적기업인 몽

아울러 본부는 적정기술사업과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코

골 굿셰어링(Good Sharing)의 지세이버(G-saver)에서 시작되었다. 지세이버

이카 등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사회적기업으로의 확대를 꾀하였다. 몽골의 지

(G-saver)는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 디자인된 적정기술 적용의 최초 산물로

세이버(G-saver)사업 역시 2013년 코이카 글로벌 CSR 프로그램과 2014년 개

농축산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에서 벗어나 현지 기후와 환경에 따라 축열기를
설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ODA 기금 접목을 통
해 향후 네팔, 캄보디아, 과테말라 등의 사회적기업 모델에 공적·기업 자금 투
자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편 아프리카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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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연대시범사업(DAK)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 진행할 수 있었다.

고자 유통망 확보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기부스토어를 리모델링하고 사업국

2013년에는 경제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공동 유통 채널로 메리

반 마련을 위하여 국제협력실 산하 적정기술사업팀이 구성되었다. 이로써 해

쿱을 론칭하는 등 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

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설립을 위한 이사회 승인과 정관 변경을

그리고 2019년 2월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해외지부가 자체 진행하던 소득증대사

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 프로젝트(social economy projects)

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개발사업장 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를 계획·관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GIF를 설립하였다. GIF는 지역 주민의

지원하기 위한 사업국 예산 사용 규정과 시행 조직구조를 마련하였다. 적정기
사회적경제 연표

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굿네이버스는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
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기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고객)의
필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

연대

형태

내용

2010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사업 준비 초기 단계

2011

공통

몽골 지세이버(G-saver)사업, 차드 숯 제작 프로젝트, 네팔 흙 건축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말라위 태양광램프사
업, 캄보디아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 등 적정기술 상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함

협동조합

도미니카공화국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조합은 적정기술을 도입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함

공통

지역개발사업장 내 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위한 소득증대 정책 수립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기관의 제도 정립 및 이사회 승인

척하는 것이 필요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제 수
준을 고려해 상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다.

2012

이듬해인 2014년 국제개발본부 사회적경제팀은 기존 활동 분야인 적정

[5월] SK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제3회 적정기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진행 *적정기술을 통한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
심 있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인 및 적정기술 개발자, 사회적기업가들이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 및 공유

기술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을 추가하여 포괄적 의미의 ‘사회적경제 개발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구

[11월] (사)나눔과기술과 함께 ‘제2회 적정기술포럼-적정기술을 통한 해외 사회적기업의 발전’ 개최

조 내에 소득증대 전담 부서(IGD)와 담당자를 배치하며 지원체계를 마련하

적정기술사업은 타지키스탄 송어 양식 및 씨감자 사업, 과테말라 쿡스토브사업, 베트남 태양광사업 등이 추가되어
총 8개국 21개 프로젝트로 확대됨

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굿네이버스 말라위는 옥수수 생산과 저장 창고 운
영에 관한 WFP의 P4P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며 생산한 옥수수를 합리적인

2013

협동조합

인다트와 협동조합, 인겐지 카메게리 협동조합 등 소득증대사업은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확장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본격 설립 시작
사회적기업 설립 위한 정책 구조 확립

가격에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였다. 이처럼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소득증대
그룹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이
행할 수 있었다.

2016

협동조합

몽골 굿셰어링 도시형 IG사업, 에티오피아 소득증대사업에서 소규모 창업 지원 등 도시형조합사업 등장

2017

공통

굿네이버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모델의 틀을 다지는 한 해
사회적경제사업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데이터관리체계화 방향 정립

그러나 당시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은 평균적으로 4~5명 내외의 소규

사회적기업

[5월] 굿네이버스에서 ‘사회적기업단’ 출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베트남 채소사업, 키르기즈공화국 우유조합사업, 잠비아 곡물창고사업, 과테말라 직물조합사업, 에티오피아 우유
가공사업, 도미니카공화국 카카오조합사업 등 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을 진행 중이나 유통 경제력을 갖추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생산조합은 부재

전문적인 접근과 경영에 대한 필요를 실감한 굿네이버스는 사회적기업단 설

[10월] 해외 협동조합 브랜드인 ‘메리쿱’ 론칭

모 조직체로 현장에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 재정과 전문적인 운용이 필요한

립을 구상하였다.

2018

사회적기업단은 2017년 6개로 늘어난 사회적기업의 경영 현황을 파악

공통
*사회적경제체계 마
련과 실행을 목표

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
자협동조합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소득증대와 협동조합 성공 모델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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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재무 상태 확보
새로운 공모 사업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파라과이 등에서 신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중 파라과이 목축사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모델의 연계사업으로 진행됨

하고 신규 경영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등 투자평가체계를 보완했다. 그 일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또한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생산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문성 확보에 중점

메리쿱, 기존 및 신규 사업 아이템 확대
2019

공통

[2월] 재단법인 글로벌 임팩트 설립

출처: 저자 작성
*사회적경제 조직변화 관련해서는 p.190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 설립 연혁 참조

5장. 사회적경제

115

생산성 확대와 가치사슬 구현을 통해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권역별 사회적경제사업국 수(총 24개국, 2020년 기준)

사업, 사회적 이익 창출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

권역

국가

사업, 최하위 소득 계층인 조합원들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증·

아시아
(11개국)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키르기즈
공화국, 인도

아프리카
(9개국)

에티오피아, 르완다,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차드, 니제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규모 표

중남미
(4개국)

과테말라, 파라과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연대

형태

내용

201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수: 4개

협동조합

조합 수: 698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수: 4개

협동조합

등록조합 수: 1,147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수: 6개

설립과 운영 지원, 기술 지원, 공동 구매와 판매 지원, 비즈니스교육, 종자·비

협동조합

조합 수(미등록 포함): 1,093개

료·가축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수: 6개
*로컬 사회적기업(2개)+법인 투자 사회적기업(4개)

협동조합

조합 수: 1,040개 / 조합원 수(4만 3,114명)

고, 이 외에 개인 대상 소액 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수: 10개(기존 + 파라과이, 칠레, 베트남, 타직)

대와 협동조합 사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 사업장

협동조합

조합 수: 1,167개

내에 농축산 생산력 향상과 생산 후처리, 보관과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수: 14개

협동조합

조합 수: 982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수: 15개

협동조합

조합 수: 1,124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처: 저자 작성

출처: 저자 작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개인에 대한 소액 대출 지원, 소규모 비즈니스

협동조합 사업은 농축산 생산자 협동조합이 51%를 차지하며 주를 이루

다. 이는 지역경제 공급사슬 중 가장 기본에 속하나 시장에 판매 가능한 최소
생산량 확보나 품질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임을 뜻한다. 아울러 현지 가치
사슬 내의 위치 선정이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상인이나 중개인의 폭리 취
득에 악용될 취약점도 남아 있다.

무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접근성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사업과 지역개발을 연계한 협동조합은

4

2010년부터 약 10년간 성장을 거듭해왔다. 2011년 적정기술 상품 개발로 시
작된 사회적경제 활동은 2013년 본격적으로 기업 설립 형태로 발전해 2018

9

년 기준 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은 그 수가
2014년 364개에서 2018년 1,167개로 4년간 약 3배가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활동 일환으로 추진된 협동조합 사업은 필요에 따라 자본금, 종자, 비료, 가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현지에
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
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으로 2020년 4월 기준, 아시아 16개국, 아
프리카 13개국, 그리고 중남미 7개국에 있는 총 210개 사업장에서 사회적경제

11

권역별 사회적경제사업국 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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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판매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소득증대사업이 지

소득증대 그룹 지원 유형(*2020. 04. 기준)
지원 유형

비중

역개발사업을 넘어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1

농업

30%

런 맥락에서 특용작물에 대한 판매 채널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요를 통해 적

2

축산업

24%

3

소액 금융

20%

4

중소 상공인

20%

5

기타

6%

절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거나, 협동조합이 마을 창고를 건립해 농산품 유통
기간을 확대하며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이 형성될 때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
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말라위 특용작물사업과 르완다 옥수수창고사업을
들 수 있다. 창고를 활용한 협동조합사업은 말라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수

출처: 저자 작성

확기와 비수확기의 판매 가격 차이가 매우 큰 것에 착안해 곡물보관 창고사
협동조합 규모 및 회전기금 현황(*2020. 04. 기준)

업으로 농산물 유통기한을 늘려 고가에 판매하게 되면서 조합원 소득증대에

구분 권역

조합 수(국가)

조합원 수

회전기금(%)

아시아

848개(12개국)

5만 1,375명

$ 9,657,932(71%)

아프리카

123개(9개국)

2만 326명

$ 3,218,553(24%)

중남미

11개(4개국)

258명

$ 661,744(5%)

조직화, 창고 운영, 조합원 소득증대, 콩기름공장 가동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총계

982개(25개국)

7만 1,959명

$ 13,538,229(100%)

동시에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말라위 모델은 에티

출처: 저자 작성

도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을 확대해 콩기름공장 운영 등 생산과
가공 시설을 연계시키며 원물인 콩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했다. 협동조합의

오피아, 르완다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르완다 옥수수창고사업
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르완다에서는 2011년부터 3개 사업장의 6개 협동조합과 소득증대그
룹(IGG)이 연합한 옥수수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은고마 사업장

2. 자립의 첫걸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Ngoma CDP)의 인다트와 협동조합(Indatwa Cooperative, Ngoma CDP),
캬뇨 바와 냐무코 그룹(Kanyonyomba & Nyamuko Group), 카메게리

1)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활동

사업장(Kamegeri CDP)의 인겐지 카메게리 협동조합(Ingenzi Kamegeri

소득증대사업은 농축산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Cooperative), 무키자 사업장(Mukiza CDP)의 잠베레 무힌지 그룹(Jyambere

통해 해당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지역개발사업

Muhumzi Group)에서 옥수수협동조합을 연합으로 구성했다. 르완다 협동조

이다.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사업을 이행하면서 지역 특성을 파악해 부가가

합 사업의 핵심은 대량생산과 후처리가 끝난 옥수수의 품질관리체계를 마련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용작물 재배와 종자 지원, 재

해 협동조합이 직접 구매·판매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굿네이버스

배 기술 보급 등을 통한 농업지원사업은 관개시설 확충, 휴경지 활용, 연작 등

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조직과 비즈니스의 역

으로 연계되었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종우, 종돈 등의 보급과 축산 환경 개선,

량 강화, 상품 가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선순환 과정 구축을 위한 종합적

낙농교육, 가축대부사업 등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 지원을 펼쳤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겐지 카메게리 협

지역 주민은 공동의 의사 결정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했고

동조합과 WFP가 파트너십을 맺고 옥수수 창고를 운영하는 등 사업 범주를

굿네이버스는 지역 주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

사회적경제사업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1차 산물이 현

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조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지에서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옥수숫가루로 가공하는 공장

굿네이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농축산 생산
물의 안정적인 판매 채널 확보와 유통·마케팅 채널을 접목해 협동조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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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르완다 옥수수생산자 협동조합과 파
트너십을 맺은 옥분 가공 사회적기업인 AGrowth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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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은 최근 사업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
르완다 옥수수조합

에서 시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굿택시 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한 운송협동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조합원에게 낮은 금리의 금융 상품으로 오토릭

르완다 굿네이버스는 말라위에서 옥수수 곡물 수매, 유통을 위한 창고 건축, 회전기금을 이용한 씨앗과 비료 대부,
수확 후 옥수수로 상환하는 대출 등을 통해 생산량과 소득을 증대한 ‘창고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모델을 적용해 협

샤 택시(Auto Ricksaw)를 대부해 월별 대출금 상환과 개인소득 창출을 지원

동조합을 구성하였다.

한다. 금리는 시중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하고 2년간 원금 상환을 마치

현재까지 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았지만, 잠베레 무힌지 그룹은 굿네이버스의 지원으로 2개의 옥수수 건조

면 택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장을 건축해 소유하고 있다. 옥수수 건조장은 2017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된 이윤은 그룹원
간에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룹원들은 옥수수 건조장을 통한 소득증대로 가계의 식량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건강보험과 자녀 교육비를 납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그룹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

캄보디아 굿택시

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굿네이버스 르완다는 회전기금을 통해 옥수수 건조장 건축과 운영의 핵심적인 재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룹원들의 회전기금 상환 역시 안정적으로 이행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캄보디아는 아동 후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지역 청년
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도시형 지역개발사업(CDP) 모델이 필요했다. 굿네이버스
의 취약계층 결연 지원은 만 18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연 종료 아동
이 18세가 된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되었다. 대중교통
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은 이동을 위해 택시 형태로 개조된 오토릭샤(Auto

2) 협동조합 활성화의 핵심, 금융 지원

Ricksaw)와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따라서 오토릭샤 택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소득증대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달러를 상회하는 오토릭샤를 구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시중

최소한의 자금 지원(seed money)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은행은 약 15~25%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간 할부금(installment plan)을 사용하기

참여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액

가했고, 택시 기사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3,500

때문에 대출을 통해 오토릭샤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에 굿네이버스 캄보디아는 2019년 12월 오토릭샤 30대를 구매하고 해당 사업

금융기관(MFI)은 대출이자를 연 30% 이상으로 책정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

장 CDC로부터 추천받은 30명에게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한 다음 운전 기술을 제공

근성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상기 이자율은 기존

하는 택시사업을 시작하였다.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에게는 시중금리의 3분의 1 수

MFI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신용 등급이 낮은 계

준인 5.31%의 연리로 택시를 대부해주고 2년 동안 원금을 상환한 이후에는 소유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이지만 이런 구조에서 본연의 목

권을 양도하였다. 저금리 소액 대출 프로그램과 더불어 운전과 경제교육을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했다. 굿네이버스는 또한 도시형 조합 관련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금융지원사업의 비용 최소화와 비

법규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리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체계 혁신을 추

조합 운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진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2019년 200달러에서 2020년 목표인 480달러까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협동조합 매출은 18만 달러에 달했다.

굿네이버스는 일찍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말라위에서는 특용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을 이행하며 지역개발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비료와 종자를 대출하였다. 또
한 르완다 옥수수조합을 운영하며 회전기금을 통해 영농 투입물과 기술 지원
을 확대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금융 지원이지만, 농

3) 적정기술을 넘어 사회적기업으로

법과 축산업 기술 개선,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금이라는 점에서 협

적정기술을 활용한 신규 아이템 발굴과 사업으로의 연계는 사회적경제

동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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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천막 ‘게르’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빈곤

중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좋은 선례였음에도 제품 상용화와 유통, 비즈니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몽골 전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

스 모델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현지 사업국

다. 사업은 환경과 에너지, 사회적기업이라는 키워드로 2013년 OECD DAC에

에 적합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갔지만, 개발된 제

한국의 대표 혁신 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2014년 대기오염감소위원회로부

품을 어떻게 유통시킬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였다. 일반적으로 2010년부터

터 ‘녹색 제품’ 인증을 획득해 홍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중요성과 의미를 대

2012년 사이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적정기술은 이후 품질 개선, 대량생산,

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지세이버(G-saver)사업으로 게르촌 연료

유통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가치를 잃게 되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한 시

사용량 25~35% 감소, 대기오염 감소, 연료비 감소, 사용 가정의 연 30만~40

간과 비용에 대비해 사업장이나 사업국의 구매력을 장담하기 어렵고 빠르게

만 원 소득증대, 환경오염에 의한 호흡기 자극 증상인 객담과 피부 자극 감소

변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을 보장하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살 만하다.

기 어려웠다. 더불어 초기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기금이 코이카 지원금으

굿네이버스는 몽골에서 시작한 적정기술을 발판으로 캄보디아와 과테

로 충당되면서 기금 지원이 종료되는 프로젝트 말미에는 빠르게 변하는 개도

말라에서 각각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개발

국 사업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의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따라서 적정기술

지원사업과 전통 화덕을 대폭 개선한 쿡스토브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캄보디

은 사회적경제사업의 확장을 위한 초석이 되었지만 기술 발굴과 개발에 집중

아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 공급과 대체에너지 공급 시설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유

통해 저소득층 전력 에너지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기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이 향후 더욱 강조되었다.

였다. 또 과테말라에서는 열효율, 내구성, 사용자 편의, 그리고 안정성까지 보
완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담은 요리 기구인 쿡스토브를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로컬 사회적기업인 ‘Buenos Vecinos’를 설립

몽골 축열기 지세이버(G-saver)사업

해 쿡스토브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 적정기술은 단순히 기술도입을 통한 사
업 개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필요를 기술로 충족시키고 더불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인구 절반이 빈민촌인 ‘게르촌’에 거주하고 있다. 영
하 40℃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원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굿네이버스는 몽골의 높은 연료비 부담, 대기오염 등 당

시장 접근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와 협력 차원에서

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인 축열기 ‘지세이버

국내 대학과 기업, 개발 기구 외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활용해 사회경

(G-saver)’를 선보였다. 지세이버(G-saver)는 석탄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

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지원하며 선진국-개도국 간 지

안된 것으로, 난로에 부착하면 열을 오래 보전해 가구당 연료비 45%를 줄일 수
있다.

재권 개발 격차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특허청과의 협력은 권리 존속 기간이

굿네이버스는 2009년 9월 특허청, (사)나눔과기술, 한밭대학교와 업무 협약

만료된 특허 정보를 활용해 우리 해외사업국에 필요한 적정기술의 효과를 극

(MOU)을 체결하고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김만갑 교수와 함께 축열기 개발을 시작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물, 식량, 에너지 등 개도국의 생존 문제 해결을

했다. 이듬해인 2010년 9월에는 현지 법인 ‘굿셰어링(Good Sharing)’을 설립하고

위한 적정기술을 특허 문헌에서 발굴하고 해당 사업국에 적용하도록 개발하

12월 지세이버(G-saver)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2013년에는 KAIST와 파트
너십을 맺고 개발협력연대(DAK)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ODA 기금 중 최대 금액인

였다. 특히 굿네이버스-특허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 필요한 수요를 바

11억 원을 유치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15년에는 울란바토르 내 4

탕으로 현지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개 구와 8개 지방 아이막과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총 4만 500대의

협력을 통해 차드의 사탕수수 숯 제조(2011), 네팔 흙 건축과 캄보디아 정수기

지세이버(G-saver)를 보급하였다. 같은 해 굿셰어링은 지세이버(G-saver)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몽골 정부로부터 최초 인센티브를 받는 등

(2011), 과테말라 쿡스토브(2012)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요 조사를 통한 기술과 사업 개발의 현지화는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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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 램프와 40세트의 SHS 제품을 생산해 제품 만족도를 40% 향상시키고 저소득

2016년에는 지역 유통 거점을 네 군데로 확대하고 직판점 등 신규 보급 채널을 7

층 전력 에너지 지출 비용을 평균 5달러 감소시키며 에너지 접근성과 보급률을 높

개로 확장하는 등 축열기 제작과 판로가 확대되었다. 한편 기존 석탄 연료 대비

였다. 아울러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전문교육,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개

40%의 열효율을 개선한 브리켓 연료(석탄가루와 톱밥 폐기물 재활용)를 생산·판

선 성과도 거두었다.

매하기 위한 ‘브리켓 대체 연료(Good Heating)’ 사업화를 추진해 이듬해 여름 마
침내 울란바토르에 브리켓 생산 공장을 구축했다. 이 공장에는 생산직과 보급직,
행정직 등 총 90여 명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며, 일자리가 부족한 몽골에서 도시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창출 성과까지 거두었다.

과테말라 쿡스토브사업
과테말라는 전 인구의 85%가 나무 땔감을 연료로 사용한다. 땔감을 얻기 위한 무
분별한 벌목으로 과테말라 내에 연간 5만 1,000ha의 산림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조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병과 합병
증으로 연간 1,900명이 사망하였다.

굿네이버스는 부족한 전력량과 비싼 전기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
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코이카, GS칼텍스와 협력해 2011년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였다. 2013년 태양광전력시스템, 태양광워터펌프, 제품 생
산용 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헤드랜턴 모델 개발, 태양광 배터리 충전소 2
개소 설치, 태양광 기술 전수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바탐방과 반띠
민 이 농촌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에너지 제품을 공급하고 대체에너
지 공급 시설을 확대해 에너지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
다. 또한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
고, 국내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2014년에는 태
양광 제품 생산, 공급 업체 운영, 태양광 램프 생산과 AS 진행, 태양광 홈 시스템
(Solar Home System), 태양광 랜턴 제조·판매, 외상 매출금 회수 등을 시행했다.
2018년에는 태양광 홈 시스템, 태양광 워터 펌프(Solar Water Pump) 등에서 약
11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신규 사업과 아이템에 대한 R&D를 통해 사업 다각화１５
를 모색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 캄보디아인들이 충전소에서 기존 대비
25%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에 대
한 이해도를 기존 15%에서 91%로 상승시켰다. 또한 2014년에는 월 165개의 태양

굿네이버스는 2012년에 전통 화덕을 대폭 개선해 열효율, 내구성, 사용자 편의
는 물론 안정성까지 보완한 요리 기구 ‘쿡스토브(Cook Stove)’를 개발했다. 아울
러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2014년 Good Stove Factory 공장과 창고를
건축하였다. 그 결과 쿡스토브의 판매 수익으로 학교 개·보수와 컴퓨터실 건축, 학
생 1,866명 대상 학용품과 학비 지원,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차세대 모델을 생산해 미혼모와 빈곤가정에 개선된 쿡스토브 770대
를 보급하고 760대를 판매하였다. 이 외에도 생산과 판매 인력 고용, 8개 마을에
개선된 쿡스토브 사용법 관련 워크숍과 캠페인 진행, 호흡기 질환자 673명 치료,
학생 1,939명 대상 건강교육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쿡스토브 1,000대 보급, 896대 판매, 과테말라 쿡스토브
성능 평가 ‘우수’ 진단, 생산과 관리 인력 32명 고용, 신규 판매 인력 25명 모집, 기
초보건교육 4회 실시, 정기 건강검진 2회 진행, 호흡기 질환자 182명 검진 및 치
료, 5개 학교 개·보수를 지원하였다. 특히 2016년은 로컬 사회적기업인 Buenos
Vecinos를 설립해 필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유통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
였다. 이 사회적기업은 국내외 파트너와의 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개선된 쿡스토브 1,272
대를 생산해 9개 주에 제품 보급을 완료하고 4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판매
조직을 구성해 활동 지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 자재 지원과 운
영 역량 강화, 쿡스토브 제품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진행하고, 제품 마케팅 활동과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과테말라의 사회적·환경적 상황에 맞춰 효과적·효율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쿡스토브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
이 쿡스토브 구매 후 주거지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을 개조해 이

１５	(1) 태양광: 계통 연계형(Tied Grid System) 제품 개발, (2) 정수기: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과 적정기술
을 이용한 가정용 정수기 개발, (3) 정수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펀드를 통한 수 처리 시스템(정수
장) 개발, (4) 나무 램프: 메리쿱과 연계하여 나무 램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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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의 주류화

하였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양계 농가는 사육 수 확대와 수익 극대화 등
을 통해 양계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 삼각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

굿네이버스 비전 2030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례로 선정되었으

사회적경제 활동 확장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소득증대 그룹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가속화하며 잠재 가능성
을 발견했다는 데 있다. 소득증대사업을 이행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협력을 고취하기 위해 생산자조합을 구성한

베트남 퀴첸 지역 채소생산자협동조합

다. 이때 금융 지원은 보다 발전된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즉 협동조합이 생산품의 저장·유통·판매 단계에서 보다 규모 있고 부가

베트남은 다민족국가로 주류인 낀(Kinh)족을 제외한 소수민족 수가 53개에 달한
다. 소수민족 대부분은 고립된 산간 지역에 거주해 사회·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

가치가 높은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부 상환하는 선순환

고 기술정보가 부족해 재배 작물 선택이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다. 또한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을 헐값에 중간상인에게 넘긴 채 현상 유지만 하는 상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식
품 가공 등의 영역까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협동조합의 힘이나 금

황이었다. 2012년 낀족과 소수민족의 월 소득은 베트남 평균의 30% 수준이었다.
굿네이버스는 2017년 낀족과 소수민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퀴첸조
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배교육을 제공하고 산간 고지대 기후에 적합한

융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르완

한국 품종의 무, 양배추 등 신선 채소 시범 재배를 진행했다. 또한 소액 대출 재원

다 옥분사업처럼 생산된 옥수수를 현지 주식인 옥수숫가루로 가공하려면 규

을 마련하였다. 퀴첸협동조합은 생산자조합으로서의 체계가 정립되었고 다양한

모 있는 공장이 필요하며, 이때 가공 시설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농산 품목 재배를 시도한 끝에 고랭지 기후 조건에 적합하고 한인 시장 수요가 있
는 토종 무 생산 안정화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품질관리체계 구축에서는 추가 지

이 수반된다.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의 매출과 운영 상황이 자립 단계로 보기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옥분공장 설립을 위한 대단위 투자와 운영은 현실적

퀴첸조합은 2017년 기준으로 약 5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대표 식품 기

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옥수수생산자 협동조합과 연계해 양질

업인 빈에코(VinEco) 매장에 매달 수수 8톤을 판매해 조합원 가정에 안정적인 소

의 옥분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인 AGrowth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협동조합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지원은 사

득을 보장하고 있다. 1가구당 조합원의 소득 변화는 월 50만 VND, 한화 약 2만
5,000원에서 200만 VND로 약 4배 증가하였고, 농업기술훈련 후에는 생산량이
월 700kg에서 2,000kg으로 186% 증가하였다.

업국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와 유사한 선례가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Cooplus와 퀴첸 지역의 채소생산자
협동조합의 협업으로,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농산품의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해 보다 확장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파라과이 사회적기업 Buenos
Negocios(Good Farm)의 경우처럼 협동조합 활동이 기업 단계까지 조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운영 관리 전문성이 필요한 농업법인: 파라과이 Buenos Negocios
파라과이는 우유의 시장 수요가 있으나 재배 기술 부족과 품질 관리 미비로 조합

인도네시아 양계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금융-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삼

운영이 침체되어 있었고, 건물과 장비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조합 생산

각 연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업은 술라웨시 지역의 빈곤 주민을

량의 한계로 대규모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다. 소규모 목축 농가는 품질관리, 저장,

대상으로 양계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목

멸균 시스템의 부재로 생산한 원유를 바로 판매하지 못하고 수내 가공 치즈로만

표였다. 양계사업의 주 사료는 옥수수로, 옥수수와 양계협동조합에 금융대출

판매하고 있었다. 원유 대가를 받기까지 소요 시간이 긴 것은 판매 제품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사료 생산을 위한 현지 사회적기업 설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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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의 주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과 목축 농가 소득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융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양계가치사슬강화사업

굿네이버스는 2017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25ha 부지에 농장을 건설하고 300마
리의 젖소를 사육해 우유와 치즈 등 부가적인 생산물을 상품화하며 협동조합과 공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는 전체 인구의 9%인 79만 명이 빈곤계층이며 이들의 81%

동투자를 통한 조인트 벤처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농장

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가축사업은 상승하는 사료 가격과 가축 질병, 거대

을 운영하고 실습교육을 통해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

자본 기업의 등장으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종교적 이

보하며, 최종 수익금은 조합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나갔다.

유로 다른 육류 소비가 낮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가 발전하면 양계와 사료산업

2019년 상반기에는 파라과이의 사회적기업인 Buenos Negocos(Good Farm)를

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양계 농가는 사육 방법, 농장 운영, 질병

등록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에 품질 관련 지원을 해주는 동

관리, 생산에 이르는 통합적인 양계 사양 기술 습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료로

시에, 소량의 원유를 각 농가로부터 구매하고 통합적인 저장·관리·판매를 통해 문

사용하는 옥수수의 생산성과 품질관리도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높은 사료 가격

제를 해결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파라과이와 사회적기업은 조합원들에게 품질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농가에서 옥수수를 직접 먹이로 주고 있었고, 현지 농가

리와 경영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

들이 직접 구입한 농축 사료에 자체 배합한 사료로는 산란율을 향상시키는 데 한

한 상황이다.

계가 있었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소형 농가의 자본·기술·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양계 사
료공장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양계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를 현지
농가에서 수매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과 함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공장은 양계 농가에 고품질 사료를 판매하였다. 또한 MFI 지원을 통해 옥수수 농
가는 영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옥수수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혁신기술 솔루션:
미얀마 삼림파괴방지를 위한 왕겨취사탄개발 및 판매사업

생산품 품질 향상을 위해 옥수수협동조합을 형성하고 농민을 지원하였다. 양계 농
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가금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양계 농가에 자원과 기술교육을
제공하였다. 사료공장은 TMR 사료 배합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미얀마는 취사 연료로 나무 숯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또한 1년 3모작으로 정미소에서 쏟아지는 왕겨를 불법적으로 강에 버
리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연탄과 유사한 형태로 연소효율이 좋은 숯 대체용 농업 부산물(왕겨) 취사
탄 생산 설비를 개발하였다. 왕겨 취사탄은 버려지는 왕겨를 활용한 브리켓 연료

2) 디자인과 마케팅의 결합, 메리쿱 론칭

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굿네이버스는 현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기술 검토, 로컬 파트너 선정, 투

굿네이버스는 해외사업국 주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자와 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18년 11월에는 GNI와 싱가포

위해 자체 브랜드인 ‘메리쿱’을 론칭하였다. 메리쿱은 2017년 한국의 니트 전

르에 거점을 둔 임팩트 투자회사인 InfraCo Asia가 총 226만 달러의 공동투자에
합의해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문 브랜드인 리플레인(RePLAIN)과의 협력으로 ‘Tod Ilch(터드일츠)협동조

미얀마 왕겨취사탄사업의 운영 방식은 굿브리켓(Good Briquette)사에서 제조한

합’ 활동에 기여하였다. 리플레인의 디자인으로 몽골 터드일츠조합은 스카

왕겨취사탄을 소매업자에 넘겨 유통 마진을 확대하고, 지역 가구의 소비자가 저렴

프·머플러·모자·장갑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면서 2년간 조합원의 개인

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향후

소득을 4.8배 높일 수 있었다. 리플레인이 캐시미어 제품의 기획·디자인·마케

미얀마 사업국과 협력해 운영 지원 중인 쌀조합에서 발생하는 왕겨를 원료로 수매
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팅·영업을 진행하고 터드일츠조합에서 제작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이클이
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두 번째 협업 생산물로 비니와 장갑 외 5가지
종류의 스카프 등을 추가 생산했으며, 7곳의 온라인 플랫폼(GIVESTORE,
Wconcept, WIZWID, 10X10, 29CM, HAGO, UNDERSTAND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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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를 확보하였다.

인 파급은 경제활동의 성공을 전제한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위해 2019년 재단

굿네이버스는 2018년부터 국내 가방 브랜드인 ‘유르트’의 디자인 재능기

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IF)를 설립했다. 그리고 첫째, 지역 주민의 경

부로 방글라데시 고유의 친환경 소재인 황마(Jute)를 활용한 다양한 가방 제

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사업, 둘째,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

품을 제작했으며, 국내 모델의 재능기부 화보 촬영과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최하위 소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황마 제품은 14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으로 구성된

계층인 조합원들의 금융접근성 확대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행하고 있다.

미푸르(Mirpur)협동조합에서 제작해왔으나 상품의 질이 낮고 판매처를 확보

먼저 굿네이버스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관점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

하지 못해 원활한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메리쿱은 시장조사와 여

관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영 전문성이 필요한 특성에 따라 현지 사업

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친환경 섬유를 활용한 주트 가방을 한국에 판매하는

국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공익법인

전략을 세웠다. 조합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프로젝트 진행 후 2019년 기준 211

회계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외 사회적기업의 경영 실적이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달러로 2018년보다 약 9.6배 증가하였다.

공개되어야 하고 앞으로 대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2019년 메리쿱은 타지키스탄의 20년 경력 목공예 장인인 산자르(Mr.

용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경영 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Sanzar)와 함께 나무 반지를 제작해 청년들의 목공교육비 지원을 위한 와디

회계상의 변화는 개인 기부자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기부금을 통해 운

즈(WADIZ)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자가 원하는

영되는 굿네이버스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투

사이즈와 나무 종류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자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GIF가 설립되면서 굿네이버스 산하의 다양한 법

와디즈를 통해 220명의 후원자가 549만 7,000원을 펀딩해 총 1,099%(4,700

인체들은 회계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후원금은 1차적으로 리워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사업을 위한 자금 개발과 운영을 살펴보면, 최근 해외 유관

공임과 재료비와 물류비로 전달되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타지키스탄

기관 역시 국제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비와 조합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처럼 메리쿱은 핸드메

며, ODA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추

이드 중심의 현지 소상공협동조합과 연계해 현지와 국내, 그리고 해외 굿네이

세이다. 해외 ODA 운영 기구들은 임팩트 투자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며 사회

버스 모금국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 지원과 마케팅

적경제사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기금 운용 위탁의 주요 판단 기준으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금 흐름을 분석해보면 국내 코이카를 비롯
해 USAID, DFID 등 해외 ODA 기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 재원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외 임팩트 투자 기금 역시 각 대륙별
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규 설립된 재단법인은 전문

4. 사회적경제의 향후 과제

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 측면에서 국제기구와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과

130

사회적경제 사업은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회를 확대하

의 연대를 통한 ‘섹터 전문성’을 갖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GIF는 기존

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전문 인력과는 다른 관점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한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크 확대를 이

한다. 즉 사회적경제 사업은 한마디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경제활동이다. 사

루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금융사업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회적경제의 주체는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

생태계(ecosystem) 구축을 1차 목표로 한다. 또한 다른 한 축으로는 메리쿱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 활동의 효과와 그 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MERRYCOOP), 카페사업, 기부스토어(GIVESTORE)를 통한 국내 수익 사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5장. 사회적경제

131

업 운영 모델을 확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5개 해외사업국을 대상으로 협동

양한 사업 영역의 경제성장에서 파급되는 사회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

조합과 회전기금, MFI 운영을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고 이를 통해 주요한 사례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재무제표와 수익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존 사회적기업의 사업 확
대와 신규 아이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사회적경제 사업은 국제개발 영역 중 지역개발사업에서 출발해 점차 범
위를 넓혀 국가개발 차원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이나 사회복

굿네이버스는 지난 30년간 지역개발사업을 이행하면서 주민들의 자립

지, 국제개발 인력만을 통한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

적인 삶과 보다 넓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중요

한 경제 인력의 내부 유입과 네트워킹을 활용해 상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성을 절감하였다. 금융지원사업은 빈곤과 편견으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은 앞으로도 굿네이버스 비전 2030을 위한 주요 성장 동력

현지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사회적경제 중심의 생산 기반을 마련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굿네이버스의 금융사업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
역 주민의 사업 확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인 소액대출사업 비용
절감 차원의 핀테크(FinTech)１６ 접목 등 금융 기술을 확보하는 높은 수준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GIF는 2019년 1월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에 최초의 MFI인 FONDECO
를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의 사업국에도 MFI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24개 사업국에 수혜자 중
심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소액
금융기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 활동은 소득증대뿐 아니라 참여
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잠
재한다.
그러나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우선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사업 수익성을 증대해야 한다.
GIF는 유사 협동조합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
를 극복하고자 계획했다. 또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국내외 다양
한 스타트업과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맥락
으로 베트남에서는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을 양돈조합으로 통합해 정육사업
을 계획하고 있고, 파라과이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기존 사회적기업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단일 ODA 기금으로 해외 개발
도상국 경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유관 기관 및 투자 파
트너와 함께 협력해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다

１６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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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굿네이버스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UNHCR·WFP·IOM·UNOCHA 등
장

정책옹호주창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유엔 기구들과 공여국 원조기관·개발도상국 정부·민간 기업·주민 조직
등 다양한 층위의 개발협력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지난 30년간 굿네이버스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난
민과 인도적 지원, 교육, 보건, 사회적경제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어젠다를 논
의하는 장에 참여해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형성하고 규범의 사회화를 선도하
는 역할을 역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으로부터
MDGs Award를 수상하였다. 굿네이버스가 글로벌 수준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초기 단계부터 UN ECOSOC의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하고, 주요 개발협력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규범을 내재화해 사업 현장에 반영하고 조직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온 노력이
이 과정을 뒷받침했다.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사업이 최초로 착수된 1995년
당시 NGO와의 협력 경험이 전무했던 코이카가 굿네이버스에 도움을 요청하
면서 구체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NGO에 대한 이
해와 파트너십에 대해 안내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정
부-시민사회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굿네이
버스는 개발 NGO를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수행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코이카 자문위원회,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정부의 다양
한 민간 위원회에 참여해 인도적 지원 활동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ODA
전반에 대한 정책옹호활동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특히 한국에 아동권리협약,
난민, 사회적경제 등의 어젠다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활발한 정
책옹호주창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에서는 1999년 국제개발 NGO 연대체인
KCOC를 설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특히 이일하 이사장이 초대 회
장을 맡아 재선 임기까지 총 6년간 성장을 주도했다. 이어 KCOC는 빈곤 퇴
치, MDGs, 원조 효과성 논의, SDGs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담론에 대응하는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CAP Korea, KoFID, NPO연대회의 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 정책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활동을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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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굿네이버스가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은 ‘같이 가는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이

국제 네트워크 연표

다. 굿네이버스는 최근 포럼, 워크숍, 세미나, 아카데미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

연도

활동

야에 종사하는 동료와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 교육, 난민, 소득증

1996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획득

대, 국제기구 협력 등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공개적인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UNHCR·ILO 공동 주최 국제 난민 세미나(이탈리아 산레모)
1997

유엔협의지위보유 NGO협의회(CoNGO) 가입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주요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1997 annual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참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시하는 등 한국 개발협력공동체의 전체 역량을 강화

1998

제 28차 국제사회복지대회(ICSW) 발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펼친 공론의 장은 개발 NGO

2000

유엔 밀레니엄 포럼

2000 annual

제53차 유엔공보국(UNDPI) NGO 회의 참석

2001

GNEU 사무국(브뤼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함의가 매우 크다.

제29회 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주제 발표
2002

유엔아동특별총회
OECD 포럼 2002

1. 국제 네트워크의 확장과 글로벌 정책옹호활동

동남아시아-일본 NGO 콘퍼런스(Southeast Asia-Japan NGO Conference)
2007

유엔 MDGs Award 수상

1) 국제 네트워크의 확장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밀레니엄 개발 목표 포럼
(East-Asia and South-East Asia MDG Forum)

가장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국제기
구인 UNHCR과의 인연은 굿네이버스가 최초로 해외 긴급구호를 펼친 시
점부터 이어졌다. 1994년 굿네이버스는 한국 NGO 중 최초로 콩고민주공
화국 고마 지역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면서 르완다 난민대응사업을 시작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설립
2008 annual

CoNGO 인권위원회 회원 등록 및 참여
CoNGO 인권교육 소위원회 등록 및 참여
NGO CRC 그룹회의 참석

2009 annual

아동권리위원회

하였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의료봉사단을 파견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해 난민을 치료하면서 식량 배급과 난민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UNHCR 연례 NGO 자문회의 참석

이행하였다. 르완다 현장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은 굿네이버스는 이제 막 국
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한국 기반의 작은 신생 NGO임에도 UNHCR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르완다 긴급구호는 1996년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2010 annual

WFP NGO 자문회의

2011

UNOCHA의 NGO 간담회
OECD DAC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

UNHCR·ILO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난민 세미나에 이일하 이사장(당시 회

Rio+2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OECD DAC 원조 효과성 관련 NGO 협의회의 등 참석

장)이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총 45개국의 난민 담당 책임자,

2012 annual

InterAction Forum

국제법 전문 변호사, NGO 대표 등 72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이일하 이사

2013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회의 참석

2013 annual

아시아개발연합(ADA) 연례회의

2014

GCDC 및 ILO·WFP·WVI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15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2016

제1회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

장은 난민 관련 국제법 적용, 난민에 대한 NGO의 인도적 지원 방법을 주제
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1996년에는 국네이버스의 국제적 위상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성과가 있었다. 바로 국내 개발 NGO 중 최초로 UN ECOSOC에서

글로벌 사회적경제 포럼 등 참석

NGO에게 부여하는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Asian NGO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ference

‘포괄적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11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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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활동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그려진 것이다. 주요 국가 19개국으로 구성된 NGO위

2017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 총회

원회 컨센서스에 따라 굿네이버스에 대한 ‘포괄적협의지위’ 심사가 통과되었

APF 국제 모금 회의 등 참석

다. 1996년 당시 굿네이버스는 500만 달러(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

세계 사회·경제 포럼

하는 작은 단체였지만 한국 비정부 기구(NGO) 사상 처음이자 아시아 비종교

2018

보건의료시스템 연구 글로벌 심포지엄 등 참석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ICVA 정회원 가입
2019

글로벌 난민 포럼
아태 지역 난민 및 글로벌 난민 포럼 전략적 준비 회의 패널 등 참석
유엔 HLPF, 유엔 시민사회 콘퍼런스 등 참석
WHO World hearing day-2019

2020

ICVA 강제 이주 실무 회의 활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UNHCR-NGO 주간 협의 회의 등 참석
코로나19 사태 중 인권침해 방지 위한 회의 참석

분야 최초로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단체가 되었다. 포괄적협의지위 NGO
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4년마다 활동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굿네이버스
는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직후 터진 한국 금융 위기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
기도 했으나, 4년간 성장세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가 모범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UN ECOSOC의 포괄적협의지위를 부
여받은 것은 이후 굿네이버스가 뉴욕과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를 통해 유
엔을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 발 더 성장해 국제개발협력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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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할 수 있고, 회의 의제 제안, 발언권 신청, 각종 자료 배포 등이 가능하다.

론과 규범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현지 정부에 NGO

출범한 지 이제 막 5년이 되는 신생 NGO가 유엔 포괄적협의지위를 받게 된

를 등록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협업하는 발판이 되어 오랜 전통의 글로벌 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관심과 굿네이버스의 장기 계획이 있었다. 외교부는 굿

발 NGO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굿

네이버스가 창립부터 국제구호개발단체로서 비전을 세우고 르완다에서 적극

네이버스는 매년 유엔총회와 UN ECOSOC 본회의, 유엔 NGO 관련 유엔

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1995년 5월 외교

공보국(UNDPI) NGO 및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연례회의에 참

부는 UNHCR과 공동으로 난민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세미나 후 참

석한다. 1997년에는 유엔 업무 전반에 NGO의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한 회의

석했던 단체들과 외교부 실무 책임자의 대화 가운데 OECD DAC 가입을 앞

에 참석해 글로벌 개발 NGO 활동과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엔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NGO가 유엔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

협의지위보유 NGO협의회(CoNGO,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당시 한국 자생 단체 중 유엔 ‘협의지위’를 가진 단체는 한 곳도 없었기에 정

relationship with the UN)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포괄적협의지위 NGO로서

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위 자격 취득을 위해 돕겠다고 나섰다. 세미나에 참석

UNDPI 등의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해 뉴욕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한 10여 개 NGO 가운데 해외 난민 구호 활동과 유엔 협력 경험이 있는 단체

2015년까지 운영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후 제

는 굿네이버스가 유일했다. 이에 외교부 권유에 따라 ‘포괄적협의지위’ 획득

네바 국제협력사무소 강화 전략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 기능이 제네바로 흡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조직적으로 1996년 3월 굿네이버스

되었다. 당시에는 UNDPI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담론에 접근하는 유일한 창

는 이웃사랑회 국제본부를 설립해 사무국과 3개국 이사를 구성하는 등 거버

구였는데 굿네이버스는 현장에서 글로벌 이슈를 파악하고 사업에 접목하기

넌스를 갖추었다. 사업적으로는 사업국, 모금국 확대, 빈곤 퇴치에 기여할 중

위해 부서장 이상의 직원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제네

장기 사업계획과 발전 방향이 담긴 청사진을 준비하였다. 이후 1996년 8월 뉴

바 국제협력사무소가 설립되기 전 굿네이버스는 유럽에서의 아웃리치를 위

욕에서 열린 UN ECOSOC 산하 NGO위원회에 정해원 이웃사랑회 국제본

한 시도로 2001년 브뤼셀에 GNEU 사무소를 등록하였다. GNEU 사무소는

부 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운영 구조와 향후 조직의 확장 계획을 설명하였다.

2001년 유엔여성길드(UNWG, United Nations Women’s Guild)에 르완다

심사 당시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규모와 활동 영

가추리로 데이케어센터사업을 제안해 6,000달러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성과

역을 확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 굿네이버스 거버넌스의 뼈대가 당시 이미

를 보였으나, 브뤼셀에서의 모금 활동과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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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설립과 운영의

대북활동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유엔-NGO-IRENE１７와 국제노사정기

밑거름이 되었다.

구연합(IAESCSI)１８은 MDGs 달성 목표인 2015년의 중간 시점이었던 2007년,

UN ECOSOC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굿네이버스는 네트워크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8년에는 정해원 이웃사랑회

기 위해 MDGs Award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국

국제본부 회장이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사회복지대회(ICSW)에서

제노사정기구연합 회원국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부문 수상 후보로 아동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2001년도 제29회

의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교육지원사업에 주력한 굿네이버스를 추천

ICSW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대회 학술발표에도 참여하여 정 회장은 민

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아동교육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 학

관파트너십 세션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NGO의 역할

교지원사업 등에 앞장서온 점, 그리고 대북 지원의 일환으로 북한 초등학교 교

을 강조하는 발표로, 이호균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장은 ‘아동

과서 제작에 필요한 용지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마침내 수상 단체

학대 세션에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

로 선정되었다. 이일하 이사장은 2007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를 하는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2000년에는 제네바 2000

아르헨티나 에르넨디안 재단(Fondation Hernendian)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포럼에 참석해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한국 NGO의 노력’과 ‘방글라데시의

MDGs Award 수상은 한국의 국제 NGO가 유엔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MDGs

빈곤 퇴치를 위한 통찰’을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다. 2002년에는 유엔 본부

와 관련한 최초의 시상식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점과 국제사회에 굿

에서 개최한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아동권리보호 담론에

네이버스의 활동을 알리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즈음부터는 유엔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과 대북 지원 활동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대북 지원에 관한 다른 국제 트랙에도 참여하면서 네트워크의 폭을 넓히기

같은 해 굿네이버스는 OECD DAC 활동의 접점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시작하였다. 2002년 5월에는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security,

2007년 OECD DAC의 ODA 워크숍에 김인희 국제협력본부장이 ‘시민사회

equity, education and growth’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포럼

의 역할’에 패널로 참석해 ODA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2002’에 참석했다. 앞서 2월에는 일본 NGO 연합체인 JANIC의 초청으로 자

2008년에는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에 성하은 대표를 임명하고, 이사회 구성

카르타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일본 NGO 콘퍼런스(Southeast Asia-Japan

과 출범을 통해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무리했다.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는 설

NGO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립 직후 유엔 CoNGO 인권위원회, CoNGO 인권교육 실무회의, NGO 아동

2006년 이일하 이사장(당시 회장)은 시민사회와의 여러 대화 자리에서

권리보호(CRC) 그룹회의 등을 통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쳤으며, UNHCR

유엔이 중심이 되는 공적 기금에 더해 기업과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

의 연례 NGO 자문회의에 초청되는 등 다양한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하

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2012년에는

였다. 굿네이버스는 인권, 아동권리보호, 난민 등 주요 담론에 대해 심도 있게

Post-2015 개발 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논의했을 뿐 아니라, 관련 담론과 규범들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Persons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 임명된 김성환 전 외교부

조성하였다. 또한 유럽 국제기구와 글로벌 개발협력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장관과 한국에서 제출할 글로벌 어젠다를 논의·수렴하는 자리에 시민사회 대

를 구축해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였다.

표로 참여했다. 이날 이일하 이사장은 융합의 시대인 21세기에는 MDGs 시대
의 사회개발 목표에 더해 경제개발과 환경까지 들어가야 하며 통합적으로 사
회 어젠다를 연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굿네이버스의 활발한 국제개발협력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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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１７	IRENE(Informal Regional Network): 유엔, NGO,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교류 네트
워크로 5대륙 68개국에서 IAESCSI와 함께 활동한다.
１８	IAESCSI(경제사회발전국제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Similar Institutes): 한국에서는 당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
제노사정기구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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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는 기존에 쌓아왔던 국제 네트워크와 사업 현장에서의 평

참여해 소득증대, 보건, 사회적경제 이슈와 관련한 의견과 경험을 국제 공동

가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2010년 11월

체와 공유하였다. 같은 해 영국 리버풀에서 진행된 제5차 보건의료시스템 연

굿네이버스는 WFP 초청으로 한국 NGO 최초로 로마본부에서 개최한 WFP

구 글로벌 심포지엄에서는 탄자니아 지역개발사업 대상 주민들이 직접 찍은

NGO 연례 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굿네이버스는 WFP와 외교

사진을 전시하는 포토보이스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유엔-시민사회 콘퍼런

부의 SZHC사업에 이행 파트너(Implementing Partner)로 논의되던 시점이었

스(UN Civil Society Conference)와 유엔인구기금(UNFPA)의 International

고 다음 해 WFP와 협력해 사업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인도적 지원의 또 하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주년 기념 케냐 정상회의

나 중요한 축으로서 긴급구호 활동을 조정하는 UNOCHA의 NGO 간담회에

등에 참여했다.

참석했다. UNOCHA는 긴급구호 활동 시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정보를

굿네이버스가 연례로 참석하는 국제회의와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교환하고 역할을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통해 2015년
굿네이버스가 참석하는 연례회의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활동에서 클러스터 리딩 단체 중 하나로 참여하게 된다.
참석 시작 연도

참석 회의명

1997 이후~

유엔총회

1997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1997

UNDPI NGO 회의

2007

유엔 인권이사회

스를 포함해 약 5만 명의 전 세계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경제

2009

아동권리위원회

위기, 빈부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해 지속 가능 발전을

2009

UNHCR 연례 NGO 자문회의(국내 난민 및 장기 난민)

구현할 포용적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15년에는 이일하 이사장(당

2009

ICVA 연례회의

2010

WFP-NGO 연례 자문회의

2011

InterAction 연례회의

이는 2009년부터 초청받았던 UNHCR 연례 NGO 자문회의까지 포함해 주
요 유엔 기구와의 정책 파트너십이 공고화해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2010년대를 관통하는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2012년에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는 굿네이버

시 회장)을 중심으로 한 굿네이버스 대표단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
의(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와 시민사회 부대
행사에 참석했다. 이처럼 국제개발 담론의 큰 전환이 있던 시기에 주요 정상회
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개발 담론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고 이를 조직 성장의
전략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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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연대활동 폭도 점점 넓혀갔다. 굿네이버스 미국은 2011년부

굿네이버스는 UN ECOSOC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국제 네

터 미국 NGO 연합체 InterAction Forum에 참석하였고, 본부는 2013년부터

트워크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담론을 내재화

아시아 개발 NGO 연대체인 아시아개발연합(ADA) 연례회의에 참석하며 첫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정책옹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초기 단계인 1990년

연례회의 개최를 후원했다. 2016년에는 대만 NGO 연합체인 ‘Asian NGOs

대에는 주요 유엔 회의에 참여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이일하 이사장이 기조 강연을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담론과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했으며 이어 ADA, ADN, FORUM-ASIA와 공동 주최하는 Global Advocacy

개진하고 최근에는 난민 장기 대응과 아동권리보호협약 논의를 선도하기에

Leadership in Asia 4th GALA Academy, ADA 연례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르렀다.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는 시점부터는 정상·고위급 국제회의보다 세계

굿네이버스는 유엔 포괄적협의지위 획득 이후 뉴욕 사무소를 통해

각국에서 열리는 특정 어젠다를 심도 있게 다루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UNDPI 주간 미팅에 참석해 국제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매년 열리는

두드러진다. 2018년에는 세계사회적경제포럼, 빌바오사회연대 경제연수 등에

NGO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2007년에 굿네이버스는 UNESCAP, UNDP,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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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베트남 정부가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밀레니엄개발목표

원조 효과성 WG(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NGO 협의회의

포럼(East-Asia and South-East Asia MDGs Forum)에 한국 NGO 대표로

에 참석해 회의 이후 논의 결과가 실제 개발협력사업 현장에서 규범으로 정착

참석해 2015년까지 MDGs 목표의 총체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되도록 노력을 계속했다.

논의하였다. 2011년 OECD DAC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시민사회대

굿네이버스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

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OECD DAC의 원조 효과성,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

으로 참여한 정책옹호 의제는 인권, 아동, 난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

한 논의가 한국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데 일조했다. 2012년에는 OECD DAC

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별 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UNCRC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아동보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2009년 이후 UNCRC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66차 유엔공보국(UNDPI)-NGO 콘퍼런스 참여
UNCRC 관련 활동
굿네이버스는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
차 UNDPI-NGO 콘퍼런스’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세계시민교육-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

연도

활동

2009

제1~2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조선인민공화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일하 이사장(당시 회장)은 공동위원장으로서 개회사와 폐회사 연설을 맡았다.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 기념회의 참석

특히 콘퍼런스에 사업국 44명의 해외 직원을 포함한 총 57명의 직원이 참여해 굿

50차 아동권리위원회(북한 국가보고서 심의)

네이버스 활동 국가에서 SDGs 달성을 위한 교육 접근성 보장과 세계시민교육 관

51차 아동권리위원회(필리핀, 파키스탄)

련 논의를 이끌었다.

2010

굿네이버스는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협력해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을 위한 협의회의 참석

‘Ensuring Every Girl’s Rights: Achieving Gender Equality through Active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회의 참석(10. 8~9.)

Citizenship and Child Participation’을 주제로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이 워크숍에
는 굿네이버스 말라위 현지 직원이 발표자로 참석해 말라위 내 높은 조혼률과 여
아들의 낮은 학교 진학률 해결을 위해 시작한 굿시스터즈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
다. 여아들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성교육, 성 평등 권리교육, 후

55차 아동권리위원회(과테말라 국가보고서심의)
2011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NGO 옹호활동 지원

201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UNCRC 활동을 위한 필리핀 NGO 연합회 가입(2월)

배 리더 양육 등 단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 리더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 법과 국가조혼방지법 제정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했다.

53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몽골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몽골 국가보고서 심의 NGO 옹호활동 지원
유엔아동권리협약 네팔 국가보고서 심의 NGO 옹호활동 지원

6월 1일에는 굿네이버스가 서울여자대학교, 국경없는교육가회와 협력해 주최한
‘Poverty Allevi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Education in Africa’ 워크숍

2018

UNCRC 제5, 6차 한국 NGO 연대보고서 공동 작성 및 제출, NGO 별도보고서 제출(국제협력)

에서 굿네이버스 니제르 현지 직원이 함달라이에서 진행된 교육 중심 지역개발인

2019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NGO 옹호활동

‘콜로조고노 희망마을’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희망마을사업은 교육 기회 증가, 영
양 개선, 지역 인식 제고 등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도전 과제와 함께 5년 동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이행 사전 심의 참석(2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이행 본심의 참석(9월)

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 채용,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프
로그램 제공, 지속적인 급식 제공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전체 콘퍼런스 기간 동안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희망편
지쓰기대회 등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희망학교 가상현실

굿네이버스는 사업 이행 국가들의 CRC 심의 과정에 참여해 아동권리

(VR) 영상을 통해 SDG4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현지 직원과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 공유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초기에

국내 직원이 함께 전시 부스 운영 스태프로 참여해 국내외 참가자들의 세계시민교

는 북한의 CRC 보고서 심의에 참석했으나 한국 NGO의 대북사업이 공식적

육과 희망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으로 중단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CRC 이행 심의뿐 아니라 지
역개발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중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 과테말라 등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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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심의에도 참석하였다. 현장과 글로벌 정책옹호활동의 연계가 돋보이는

2013

중요한 사례들이다. 또한 2016년 몽골과 네팔에서는 해당 국가의 지역 NGO
들이 효과적으로 자국의 보고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지원하였다.

22차 및 23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제23차 유엔인권이사회 보편 정례 검토 관련 공동 발언문 발의

2014

UNHCR 58차 상임위원회 및 부속회의 모니터링(3월)
UNHCR 60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7월)

선진 공여국과 공여기관, 글로벌 NGO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정책옹호활동

UNHCR 61차 상임위원회 권역 브리핑(9월)

방식에서 탈피해 주인 의식과 자립성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

25차 및 26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으로 반영하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보편 정례 검토(UPR) 공동 발언문 발의

년에는 제5차, 제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GO 연대보고서와 국제협력

유엔인권이사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이사회(1회)

관련 NGO 별도 보고서를 다른 NGO들과 함께 공동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

2015

2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였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 제5차, 제6차 사전 심의와 본심의에 참여하였다.

2017

34차, 35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2018

37차, 38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2020

OHCHR 코로나19 사태 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회의 참석

또한 2009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아동과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와 국제 금융 위기와 인권, 개발권, 절대 빈곤 등 분야별 의제
와 인권 논의를 모니터링했다. 2014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한국의 인권 증진

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대응 관련 정책옹호활동은

을 위해 사회경제권리규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1990년대부터 사업 현장에서 이행한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굿네이버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 동향과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대한 보다

스 최초의 글로벌 정책옹호활동은 1996년 UNHCR과 ILO의 국제 난민 세

강한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점을 파악하고 각 개발 분야와 관련한 인권 이슈

미나에서의 발표로, 이는 르완다 긴급구호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이어

를 꼼꼼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굿네이버스 사업 지역과 계층

2000년부터는 직원들이 UNHCR e-center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워크숍에

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또 사업 내용의 인권 증진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국제 긴급구호 규범과 가이드라인 훈련 기회를 가지며 긴급구호에 대

지역개발 전략에 녹아들었다. 인권 관련 정책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한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
굿네이버스가 꾸준하게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대형 재난·재해 대응

인권 관련 글로벌 정책옹호활동
연도

활동

2009

제1차 사회경제권리규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10차 유엔인권이사회(개발 관련 특별보고관 보고 중심)

Pacific Emergency Management Platform 방콕 컨설테이션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긴급구호

11차 유엔특별이사회(스리랑카 사태)

를 위해 아시아 지역 참가국과 국제기구, NGO들이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사

11차 유엔인권이사회(건강권, 절대 빈곤)

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3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15차 유엔인권이사회(아동 관련 이슈 및 특별보고관 관련 회의)

146

주가 확장되고 정책옹호활동의 폭도 지속적으로 넓어졌다. 2012년에는 Asia

10차 유엔특별이사회(국제 금융 위기와 인권)

43차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2010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UNHCR과의 협력 범

2015년 네팔 지진 대응 활동 직후에는 인도적 지원을 선도하는 스위스
개발청의 협의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15년 센다이 세계재난위험

2011

16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경감회의, 2016년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 등 핵심적인 국제회의에 NGO 대

2012

OEWG Right to Development(13th Session)

표 그룹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정책 활동을 이행하였다. 이후에는 UNHCR

19차 및 2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개발권, 여성권, 아동권 중심 세션 참석)

Global Compact on Refugees 공식 자문회의와 IOM NGO 자문회의 등에

대한민국 제2차 정례 인권 검토(UPR) 관련 제안서 제출

참석하였다. 이로써 긴급구호부터 난민 장기 대응, 이주 등 인도적 지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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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주요 국제기구 NGO 협력 채널에 포함되어 명실공히 국제 인도적 지

연도

활동

원을 선도하는 글로벌 NGO로 활약하고 있다. 2018년에는 GN 제네바 국제

2017

UNHCR 난민 보호를 위한 포괄적 대응 계획(CRRF) 구축을 위한 주제별 회의 주요 발표 단
체로 굿네이버스 참석

협력사무소 이름으로 인도적 지원 단체 협력기관인 ICVA에 정회원으로 가입

외교부 주최 난민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참석 및 발표

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보하였다. 정책옹호활동이 현장에서의 긴

UNH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비공식 자문회의 참석

급구호 활동 및 인도적 지원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함의가 매

UNHCR 대표와의 대화 참석

우 크다. 또한 2019년에는 제1차 Global Refugee Forum의 ‘아태 지역에서의

UNHCR 난민 생계 지원 토의 패널 참여(10. 17.)

전 사회적 접근: 직업 및 생계 분야 지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아

탄자니아지부 난민캠프 생계 지원 분야 워킹그룹 내 UNHCR과 공동 의장 단체로 선정
UNHCR 최고 대표와의 난민 보호 과제 연례 대회 참여(12. 13.)

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라는 부대 행사(spotlight session)를 MOFA, 코이카,

UNHCR의 NGO 연례회담 참석(8월)

KCOC와 공동 주최하는 등 주요 국제기구 회의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관련 글로벌 정책옹호활동은 다음과 같다.

UNHCR Global Compact 분야별 토론에서 패널 발제(제네바)
2018

세계사회경제포럼 제6차 회의 참석 및 발표
빌바오(스페인) 사회연대 경제 연수 기획 및 추진(직원 역량 강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국의 생계 지원 및 평화 증진: 탄자니아 사
례’ 사례 발표(9. 3., 스페인)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글로벌 정책옹호활동
2018

연도

활동

1996

UNHCR과 ILO의 국제 난민 세미나에서의 난민 관련 국제법 적용, 난민에 대한 NGO의 인도
적 지원 방법 발표 및 토론

2000

UNHCR 주최 e-center workshop(일본) 참석

2004

UNHCR eCentre 워크숍 참석(10. 18~28.) (Basic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

GN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인도적 지원 단체 협력기관인 ICVA 정회원 가입

2010

Dubai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참석

ICVA 연례 총회, 이사회 및 정기 협의회의 참여

2012

Asia Pacific Emergency Management Platform(11. 1~2.) 방콕 컨설테이션 회의 참석

외교부 난민 지원 정책 수립 위한 비공식 회의 참석

2013

UNRISD 사회연대 경제 콘퍼런스
UNRISD Conference on Social & Solidarity Economy 참석

2014

UNHCR과의 파트너십 구축 위한 제네바 미팅

UNHCR Co-sponsorship group for Jobs and Livelihood 활동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 준비 자문 미팅 참석(1~3차)

제6차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

네팔 지진 후 스위스개발청 협의회의

IOM-외교부 공동 주최 “한국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역량 강화와 효과성 증대 방안 모
색” 토론회 패널 참석

2015

UNHCR 대표와의 대화 참석
UNOCHA Country Based Pooled Fund NGO 자문그룹 참석
UNH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공식 자문회의(1~6차) 참석

2019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Global Consultation 참석

UNRISD와 난민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관련 협력 모색

제1차 Global Refugee Forum 참석(제네바),
부대 행사 MOFA, KOICA, UNDP, BRAC, KCOC와 공동 주최

APRRN 주최 아태 지역 난민 및 Global Refugee Forum 전략적 준비, 회의 패널 참석

SENDAI 2015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WCDRR)
2016

IOM-NGO 인도 지원 자문회의 참석

ICVA 강제이주실무회의 정기참석 및 활동(이후 계속)
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UNHCR-NGO 주간 협의회의 참석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연대” 사회적경제 사례
발표(캐나다)

UNHCR Co-sponsorship group for Jobs and Livelihood 활동 지속

IOM-NGO 인도 지원 자문회의 참석

UNOCHA Humanitarian Networks and Partnerships Week (HNPW) 참가

제1회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참석(6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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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 글로벌 정책옹호활동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연도

활동

2013

UNRISD 사회연대 경제 콘퍼런스
UNRISD Conference on Social & Solidarity Economy 참석

2016

UNRISD와 난민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관련 협력 모색

굿네이버스는 2019년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가하였다. 이 포럼은 전 세계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연대’ 사회적경제 사례 발표

고 지원 확대와 난민 수용국의 부담 공유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채택한 유엔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달성하고 이행 과정을 상호 모니터링

2017

제8회 사회연대 경제를 위한 몽블랑 회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2018

세계 사회경제 포럼 6차 회의 참석 및 발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대표부, 국제기구,

빌바오 사회연대 경제 연수 기획 및 추진(직원 역량 강화)

시민사회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난민 당사자들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국의 생계 지원 및 평화 증진: 탄자니아 사례’ 사례 발
표(9. 3., 스페인)

보호 대상이 아닌 의사 결정의 의미 있는 주체로서 중요한 발언 기회를 획득하였
다. 포럼은 난민과 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책임과 부담 공유, 교육, 일자리와 생계
지원, 에너지와 인프라’ 등의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의 가장 큰 의미는 각
국이 공식적으로 난민정책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세계 모든 국가 연대에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770개 이상의 공약이 제출되었으
며, 굿네이버스 역시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단체들과 책무성과
책임감을 분담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포럼까지 이행할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포럼에서 Jobs and Livelihoods 분야의 공동 후원을 통해 UNHCR

2. 한국 시민사회 연대활동 및 대정부 정책옹호주창활동

과 난민 대응의 분야 전문성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시민단체 최초로 유엔 정상급
한국 시민사회 연대활동 및 대정부 옹호주창활동 연표

회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스포트라이트 세션을 주관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코이카의 난민 지원에 대한 관심 확대를 촉구하였다. 외교부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도

활동

함께 발표한 공동 공약을 통해 굿네이버스는 2023년까지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1999

KCOC 창립(회장 재선 2002)

2005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창립 및 대표 선임

난민과 원주민에게 생계와 보호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GCAP Korea 캠페인 활동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는 201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사업을 본격적으로

200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선임

2007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선임

2008

OECD DAC 특별 동료 평가 간담회 참석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연대(Allies for the intellig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사례를 발표하는 등 관련 회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굿네이버스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원조

대한민국 유엔인권이사회 보편 정례 검토 심의 참석
2009

사회경제 권리 규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2010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위원회 참석 및 국가보고서 심의
서울 G20정상회의 시민사회 병행 회의 Civil G20 Dialogue 참석

2011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개최

와 개발협력사업이 사라져도 모든 사람이 자립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KoFID 운영위원회 활동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특히 난민과 사회적경제의 고리에 초점을 맞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및 시민사회 포럼 참석

어 난민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2

코이카 및 ReDI 주관 동료 검토 지원
대한민국 제2차 정례 인권 검토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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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외교부 주최 긴급구호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

2015

인천 세계 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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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하였다.

2016

법무부 난민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선임

2017

OECD DAC 동료 평가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공동 작성 및 연대활동 참여

2018

국제개발협력 포럼

(HLF-4, High Level Forum)가 개최됐을 때 굿네이버스는 KCOC를 중심으

NGO-국제기구 협력 확대 위한 세미나 개최

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KoFID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를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
2019

2020

코이카 인권 기반 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TF

2011년 부산에서 OECD DAC의 고위급 회담인 세계개발원조총회

통해 원조와 개발효과성 담론이 한국 시민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에 깊게 개입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 이행 심의 참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한국 개발 NGO의 역할을 각인시켰다. 부

2020 국제기구 협력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원 및 공동 주관

산세계개발원조총회 병행 회의로 열리는 시민사회 포럼 준비 과정은 그 자체
로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관련 의제
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회의는 한국 정부와 개발 NGO, 시민사

1) 한국 시민사회 연대활동

회,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이 국제사회에서 논의하는 담론에 직접 참여하고 현

굿네이버스는 국내 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연대활동에도 크게 기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여했다. 1995년 코이카가 본격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착수하면서 의견 조율

굿네이버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주요 이

을 위한 창구가 필요해지면서, 굿네이버스를 필두로 민간단체들도 목소리를

슈에 옹호주창활동을 펼쳐왔으며, 2017년부터는 KCOC 이사 단체와 정책위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간단체들의 연대

원회 위원장 단체를 맡아 현재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

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일하 이사장(당시 회장)은 1999년 개발 NGO 연대체

부와 OECD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

인 KCOC의 창립을 선도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면서 KCOC가 대정부 민

증대, 정책 협의 정례화를 요구하는 등 KCOC, KoFID와 함께 한국 시민사회

간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직원을 배

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 결과 OECD DAC는 한국 정부에 개

치하는 등 지원하였다. 또한 첫해부터 NGO의 국제협력활동 사진전, ‘ODA와

발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방향을 확고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개도국 지원, NGO의 역할’ 세미나, ‘21세기 한국 개발 NGO 활동 전략’ 국제

따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협의회가 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NGO들의 성장·발전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나갔다.

성되었으며, 굿네이버스는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관련 연구·조사, 시민사회

2000년에는 일본 외무성 자이카(JICA)와 일본해외원조단체협의회(JANIC)

안 작성, 정부-시민사회 통합안 마련을 위한 정부 협의,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

를 만나 NGO 한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방안과 NGO 연대체 역할을 논의하

담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이러한 연대활동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

였다. 이후 2001년 ‘NGO와 국제협력’ 국제 심포지엄 NGO 실무자의 인도, 네

작업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정책>이 제32차 국

팔, 방글라데시 사업장 방문, 2002년 호주해외원조단체협의회(ACFOA) 방문,

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아울러 후속 방안이 제3차 국제개발

‘NGO의 해외원조사업 발전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했다. 굿네이버

협력 기본 계획(2021~2025)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스는 2013년 KCOC가 몽골, 필리핀 등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때도 현장 사

있다.

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연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빈곤 퇴치와 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위
해 경실련, YMCA와 함께 한국 GCAP(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크워크) 공동
대표 단체로 참여했다. GCAP는 2005년부터 정부와 시민들에게 MDGs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화이트 밴드 캠페인을 개최해 해를 거듭할
수록 규모를 확대해 20여 개 개발 NGO와 외교부, 코이카 그리고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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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시민단체의 현황과 역할, 정부의 ODA 정책과
OECD DAC 동료 평가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공동 작성 및 연대활동 참여

시민사회 파트너십 등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유발하는 대형

굿네이버스는 ‘2012 OECD DAC Peer Review 주요 권고 사항’ 이후 한국의 이행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 평가를 위해 2017년 4월 <2017 OECD DAC Peer Review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단

재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교부는 2011년 5월 긴급구호 관련 주요 개발

체들과 공동 제출하였다. 또한 6월에는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와 OECD DAC 실사단과의 간담회에 시민사회대표단

NGO 대표자 오찬 협의회를 주최하였다. 이일하 이사장은 한국 정부에 대형

으로 참가해 정부와 DAC 사무국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응 기금 조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는 한국 ODA의 개선 과제로 제시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세부 분야로 선정, 해

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굿네이버스는 뒤이어 외교부가 주최한 긴급구호

당 분야의 현황과 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6월에 진행된 ‘OECD Peer Review 관련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는 개
발협력 비전과 정책체계 및 개발 재원, 개발협력 구조와 시스템 및 성과 관리와 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세미나에서 패널 발표를 통해 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위한 초동 대응 기금과

네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굿네이버스는 특히 인도적 지원 세션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사업 성과 평가와 구체적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KCOC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의

인 계획을 질의하는 등 정책 개선과 이행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연이어 진행된 OECD DAC 실사단과의 간담회에는 양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재의 인도적 민관 협력 기금

진옥 회장이 시민사회대표단으로 참석해 타 단체들과 함께 한국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에 대
한 ‘2018년 OECD DAC 동료 검토 권고 사항’에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틀 마련”이 포함될 수 있었다.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제2차 정례 인권 검토(UPR), 2017년
OECD DAC 동료 검토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공동 작성과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당시 회장)는 굿네이버스의 주
요 어젠다와 관련한 정책옹호주창활동을 위해 2016년부터 법무부 난민위원회

2) 대정부 옹호주창 및 정책 활동

민간자문위원, 2017년 대한민국 정부 OECD DAC 메모랜덤 자문 및 시민사회

정부는 2006년 1월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표단, 2018년부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정책 활동에 참여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는 2018년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

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 기구이다. 위원회

티브’ 자문과 시민사회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방글라데시와 요

설립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 세부 전략이 수립되고,

르단에서 UNICEF, IOM 등 국제기구와 함께 여성과 평화사업을 수행하고 있

대정부 정책 활동도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일하 이사장(당시 회장)은

다. 2019년에는 코이카 인권 기반 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2012년까지 정부의 개발협력

참여해 사업 인권 이행 계획, 세이프가드 이행 지침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유

정책에 현장 경험과 개발 NGO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듬해 2007년

엔 HLPF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사

부터는 코이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018년까지 활동하였다. 굿네이버스는

회와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개발 시민사회 대표로 정부의 개발협력 분야 최고 정책 기구와 원조 전담기
관 정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중요한 위치에서 대정부 정책 활동을 지
속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구체적인 세부 분야와 이슈에 관한 정책 활동을 이행하
였다. 2008년에는 제1차, 제2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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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 가는 리더십
굿네이버스는 2000년대에 조직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 개발 분야의
동료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NGO 옹호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보편 정례 검토 심의에 참석

굿네이버스 미국은 2010년 11월 제1회 한미 NPO 콘퍼런스(Korean-

했다. 같은 해 OECD DAC는 한국의 DAC 가입을 앞두고 특별 동료 검토를

American NPO Conference)를 개최해 비영리단체 조직과 운영 방법, 펀드

진행해 실사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굿네이버스가 시민단체대표단으로 선

레이징 방법, 선진 모금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콘퍼런스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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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관에서 총 12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굿네이버스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시점인 2015년

<2018 WFP-굿네이버스 협력사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굿네이버스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사업 효과성 연구>

<2019 공동시장을 활용한 난민의 자립
성 강화 및 원주민과의 평화공존: 굿네이
버스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사업
연구>

<2018 WFP-굿네이버스 협력사업
연구 결과 기반 세미나 개최>

상기 연구 결과 기반 <2018 굿네이버스 국
제개발협력 포럼 개최>

상기 연구결과 기반 <2019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

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갔다. 2015년에는 World
Education Forum에 참여해 post-2015 의제 선정 관련 교육사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KCOC, KoFID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개발 분야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노력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현장 사업-정책 연계 세미나 발표,
2017년 KCOC 아동권리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인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딩 적
용 워크숍 개최, 현장 사업-정책 연계를 위한 정책 워크숍에서의 굿네이버스
필리핀 애드보커시 사례 발표와 주관 단체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개발 NGO 동료뿐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까지 아
우르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18년 4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공동 수행한 ‘WFP-굿네이버스 협력사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NGO
의 국제기구협력사업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외교부,
코이카, 학계 관계자들과 주요 사업의 성과 및 국제기구 협력 방향을 집중 토
론하였다.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동종 기관과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사
회-정부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실제적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치기도 하
였다. 이 논의는 이후 2020년 국제기구협력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한국 NGO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ODA 성과관리센터(Listeners for Development
Lab)가 수행한 굿네이버스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사업 효과성 연
구’를 기반으로 ‘SDGs 4 이행을 위한 교육과 아동권리 증진 방안: 아프리카
학교 중심의 아동교육 및 여아 임파워먼트 사업 효과성을 중심으로’라는 주
제의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9년 6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공동시장을 활용
한 난민의 자립성 강화 및 원주민과의 평화공존: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냐루

굿네이버스의 함께 가는 리더십 사례

구수 난민캠프사업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난민과 개발: 포괄적난민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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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F) 이행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했

개발 NGO들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하

다. 굿네이버스는 포럼을 기회로 현장에서 경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쟁점

나의 NGO가 원조 전담 기구, 학계, 여타의 개발 NGO를 연사와 패널로 초청

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NPO 공동회의 국제개

해 주요 어젠다에 관한 단독 대중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발협력 아카데미에서 이일하 이사장이 국제개발사업과 역량에 관한 저서를

또한 한국 개발협력 분야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을 놓

기반으로 국제개발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2020년에는 경희대,

는다는 측면에서 굿네이버스가 건강한 개발협력 생태계 유지를 위해 기여하

KCOC와 국제기구 협력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해 한국의

는 바와 함의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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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굿네이버스는 WFP 이행 파트너로서 네팔에서 WFP와 코이카와 함께 사
2020년 국제기구 협력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업 현장을 방문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
였다. 굿네이버스가 이행 파트너로 참여한 배경은 사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

굿네이버스는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CIDEC), KCOC와 공동으로 국제개발
협력 NGO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협력사업 액셀러레이

는 FFNV(Food for New Village)사업에 기인한다. 2012년부터 3년간 네팔과

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의 재정 후원으로 한국의 개

르완다에서 사업을 수행한 FFNV는 외교부의 한국형 원조에 대한 개발 의지

발 NGO가 참여하는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

와 WFP의 한국 구호개발 NGO와의 협력의지가 더해진 한국 토종 NGO가

해 마련되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제기구 협력사

참여한 최초의 다자원조 개발 프로젝트이다. 새마을운동의 근면·협동과 같

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는 총 10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총괄자와 해외사업 관리자의 역량

은 중요 요소와 참여 주민에게 식량과 현금(CFW, Cash-for-work)을 제공하

강화를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단계는 NGO별 파트너십 전략 수립의

는 WFP의 수행 방식, 주민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굿네이

시작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집중 워크숍이다. 이 과정에서 NGO 본부와 해외지

버스의 지역개발사업 전문성을 결합해 네팔과 르완다의 극빈 공동체들이 만

부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무자들은 국제기구 협력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 단계

성적 식량 안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WFP본부는 FFNV사

는 아카데미 심사로, NGO의 해외사업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10명이 10회에 걸

업의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SZHC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탄자니아와 방글

쳐 국제기구 협력사업 전반의 실무를 이해하고 주요 국제기구별 파트너십 전략과

라데시를 추가해 대상국을 4개국으로 확대하였다. SZHC 프로젝트는 새마

사업 모델, 한국 NGO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사례 등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유지하되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 문

단계는 국제기구 협력사업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을 통한 NGO별 파트너십 환경
분석, 전략 수립 구체화와 사업화 연계 과정을 포함하는 국제기구 협력사업 컨설

화 등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팅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외 현장 방문 조사로, NGO 실무자들은 주요 국제기구 사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개국에서 식량을 확보하고 소득을 증대시

무소와 국제기구 파트너인 INGO와 LNGO를 방문하고 각 기관의 국제기구 파트너

키며 마을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네팔

십 전략을 도출한다.

지부와 르완다지부가 WF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에는 말라위지
부가 WF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15년 캄보디아
지부 UNDP·WFP 파트너십 구축 지원, 케냐지부 UNHCR·WFP 파트너십 구
축 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굿네이버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개월
간 학계 전문가와 사업평가를 진행해 개발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World

3. 국제기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행

Development』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5년 발생한 네팔 대지진 대응 당시 굿네이버스가 UNOCHA의 보호
클러스터에 참여해 리더 단체로 활동한 사례는 긴급구호 활동의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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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는 일찍부터 유엔 기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

공동체에 편입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굿네이버스는 네팔 지진

움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사업을 공동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직후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고르카에 구호팀을 파견해 구호물

2011년 WFP와 외교부의 SZHC 사업에 이행 파트너(Implementing Partner)

자를 배분하고 이동진료소를 통한 의료구호 활동을 실시하였다. UNOCHA

로 선정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SZHC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의

는 해당 지역의 보호클러스터(Protection Cluster of Gorkha District

식량 안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소

Disaster Relief Committee)’의 공동 리더 기관으로 굿네이버스를 선정하였

득증대, 교육, 식수, 보건 등을 포괄하는 종합농촌개발사업이다. 한국 정부

다. UNOCHA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구호 활동이 중첩되지 않고

는 WFP와 협력해 식량 안보 강화 활동과 접목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

필요 기반의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분야별로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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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를 구성한다. 각 클러스터의 리더로 선정된 단체는 정보를 총합해 필요를

정으로 이어져 은두타, 음텐델리 난민캠프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할을 배분한다. 굿네이버스는 보호클러스터를 담

굿네이버스는 2016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포럼에 참가

당해 지역 정부와 함께 유엔 기구와 NGO 등 고르카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해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모델로 냐루구수 난민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는 난

25개 단체의 아동보호사업 지역과 대상을 조정하고 단체별 사업 성과를 취합

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난민과 원주민의 평화적 공존에도 기여하는

하였다. 또한 재건 복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고르

등 큰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평가된다.

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소와 학교를 착공하는 등 재난 지역 아동보

이후 굿네이버스는 다양한 유엔 기관, 공여기관, 수원국 정부, NGO와의

호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대응 규모에서도 긴급 물품 지원을 비롯

협업을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니제르, 에티오피아,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해 보건의료, 교육, 식수 위생, 심리사회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지원

방글라데시, 요르단 등 전 세계 곳곳에서 UNHCR, UNFPA, UNICEF, IOM,

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WHO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 굿네이버스가 다양한 국제개발 행위자들과

굿네이버스는 UNOCHA가 피해 정도와 필요한 지원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하는 ‘무엇, 언제, 어디에-3W 보고서’ 작성에서 활동 초기 고르카 지역의
보건 분야 활동 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분야 활동 단체 순위에서
도 9위를 기록하였다. 긴급구호 활동에서 뛰어난 활동 역량을 인정받은 굿네
이버스는 2016년 네팔지부가 WFP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네팔 Helvetas,
１９

SDC, ADRA, GIZ

4.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글로벌 전략 수립

등과 파트너십 활동을 이행하는 성과를 낳았다.

같은 시기 굿네이버스 탄자니아는 난민에 대한 장기적 대응 활동을 하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면서 UNHCR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생계 분야(livelihood) 이행 파트너(IP)

을 위한 굿네이버스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의 코로

로 선정되었다. 냐루구수캠프는 탄자니아 유일의 난민캠프로, 1993년 브룬디

나19 대응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인 준비 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쿠데타와 정치 세력 간 분쟁, 1996년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등으로 약 6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도록

만 8,000명의 난민과 보호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지속적인 유입과 거주 장

한다. 2단계인 대응 단계에서는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

기화에 따른 생산 활동의 제약으로 유엔에서 제공하는 식량 지원만으로 생계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사업 분야에서 위험을 최소

를 유지하는 난민이 83%에 달하는 등 식량 수급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었

화한다. 3단계인 복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들이 생계

다. 굿네이버스는 2015년 코이카의 지원으로 UNHCR, 탄자니아 정부와 3자

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한다.

간 MOU를 체결하고 난민자립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냐루구수캠프과 인근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대응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취약계층 우선 및 포

지역 완충 구간에 시장을 건축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해 난민들이 경제활동에

용성 보장’, ‘활동가 및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최우선’,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장운영위원회를 조직

효과성 증진’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국들은 모든 단계에

해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냐루구수

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최하위 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의 공동시장 건축사업 성과는 2016년 UNHCR의 생계 분야 이행 파트너 선

요소를 고려해 사업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국과 모금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주 업데이트하며, 정보를 투명
하게 공유하고 협력한다.

１９	스위스, 독일 등 공여국 원조 기관인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SDC),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GIZ)이나 Helvetas, ADRA 같은 국제 INGO와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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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조직한 산페드로 지역 여성 저축그룹의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
로 급격히 감소하자 기존 공동 자금을 활용해 식량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그룹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대출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여성들이 긴급 지원을 통해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사업 이외에도 굿네이버스는 진단 키트와 위
생 키트, 푸드 키트 등을 지원하는 대응사업을 총 39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주민 약 260만 명, 아동 약 18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하
였다.
국내에서는 KCOC의 회원 단체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
체적 실천과 참여 방안을 담은 ‘KCOC 어필’에 참여하였다. KCOC에 소속된
시민사회 단체들은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로 6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요를 확인하고 시민사회 직접 지원과 정부 및 기업 등 외부 협력 확보
를 진행하고자 협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서 100억원의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비를 마련하였고
총 19개의 사업제안서가 코이카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전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2개 사업(‘우간다/스리
랑카 최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 및 ‘몽골 울란바토르시 7개
구 게르촌 최취약계층 코로나19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사업’)에 선정이 되
어 긴급식량지원,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지원, 현지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심포지엄,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해
당 사업은 국내 소규모 NGO와 함께 협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NGO간 협
력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굿네이버스가 수행한
우간다/스리랑카 사업은 종료 후 코이카로부터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특히 의료보건체계가 취약한 저개
발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
이 중요한 시점이다. 굿네이버스는 해외사업 초기부터 탄탄하게 다져온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다른 개발 NGO들의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개발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
벌 전략을 수립하고 굿네이버스가 쌓아온 다양한 층위의 국내외 개발 행위자
들과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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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 30년 주요 성과

파트너십 국가 수

결연아동 수

2020년 말 현재

2020년

47 개 파트너십 국가 8 개 모금국 39 개 사업국

(단위: 개국)

(단위: 명)

결연아동

212,039 명 지원

250,000

● 사업국

209,347

38
200,000

35

● 모금국

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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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00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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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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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수

조합

● 사회적기업

1,124 개

119

625

1992

1996

2001

아동 및 지역 주민 수
사회적기업

15 개

12,979

0

2020

2020년 말 현재

● 조합

0

MFI

2개

● MFI

2008

2016

2020

2020년

(단위: 명)

해외 아동 및 지역 주민

2,926,238 명 지원

3,500,000

1,167

1,093

2,800,000

2,171,819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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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1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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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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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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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4

1992

1996

2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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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 실적

●● 지급액  

사업 수

(단위: 천 원, 개)

긴급구호 지원 실적
지원 금액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991

파견 인원

12,000,000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
	310,981천 원

23개

2020
2019

10,683,801 천 원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구호

2001

93명

3,291,075천 원
22명

2017

이라크 전쟁 긴급구호

2003

2,447,999천 원
9명

2015

2004

2013

남아시아 지진 해일 긴급구호
	5,069,041천 원

미얀마 사이클론 긴급구호

2011

2008

108명

2,385,341천 원
5명

2009

2010

아이티 강진 긴급구호
	1,718,670천 원

2007

30명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긴급구호
2005

2011

780,550천 원
5명

2003

서아프리카 사헬지역 식량위기 긴급구호

2012

140,595천 원
4명

2001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

2013

357,209천 원
7명

1999

2015

1997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3,354,345천 원

1개

19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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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 긴급구호
10

15

20

25

2017

24명

310,981천 원
93명

국제사업 30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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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26.유엔 밀레니엄 포럼 (뉴욕) 참석

굿네이버스 국제사업 연표
발전기

2001

02.04. 인도 서부 지진 긴급구호 실시
06.

굿네이버스 브뤼셀 사무소 개소

09.

제29회 국제사회복지단체(ICSW)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학술발표 참석 및 발표

09.01. 네팔 지부 개소
10.
2002

태동기

1992

04.17. 파키스탄 지부 NGO 등록 허가
08.

01.	해외구호개발사업 시작: 방글라데시 구호개발사업 개시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구호 착수: 파키스탄에 긴급구호팀 파견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종결 및 아프가니스탄 지부 개소

09.01. 굿네이버스 일본 NGO 등록(오사카)
1993

10.21. 인도적지원사업(긴급구호) 시작: 소말리아 난민지원 긴급구호 실시

1994

08.11. 	한국 NGO 최초,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 봉사단 파견 (자이르 고마 지역, 현 콩고민주공화국) 및

굿네이버스 최초의 KOICA 인도적지원 재건복구사업(교육 및 의료지원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09.	
재건사업) 수행

1995

자이르 고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NGO 등록

2003

04.25.	이라크 전쟁 긴급구호 실시

01.

일본 고베 지진 긴급구호 실시

2004

01.02. 이란 밤시티 지진 긴급구호 실시

01.

최초의 KOICA 민간협력사업 수행 - 방글라데시 찔마리, 다카 지역개발사업

04.01. 캄보디아 지부 개소

03.

자이르 고마 '르완다 난민촌 상설사무소' 및 르완다 지부 개소

12.30. 남아시아 지진 해일(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실시

05.

굿네이버스 미국 설립 및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NGO 등록

05.

케냐 지부 개소

2005

01.01. 베트남 지부 개소
03.01. 이집트, 인도네시아 지부 개소

도약기

1996

03.29. 이웃사랑회 국제본부(영문명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설립

04.01. 스리랑카 지부 개소

08.18. 방글라데시 지부 NGO 등록

06.02.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 Korea)' 창립 및 대표단체로 참여

08.26.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지위인

08.01. 탄자니아 지부 개소

		

10-12 파키스탄 강진 긴급구호 실시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획득

10.18.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빈곤퇴치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공동 주최

11.01. 몽골 지부 개소

09.

11.08. 여성권리증진 프로그램 착수: 아프가니스탄 카불 여성교육문화센터 준공 및 개소식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GNI)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 개최(방글라데시)

11.4-9. 국제난민세미나 한국 대표로 참가 (UNHCR & ILO 공동주최)(이탈리아 산 레모)
2006
1997

05.20.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 긴급구호 실시

01.15. 미국 뉴욕에 유엔연락사무소(UN Liaison Office) 개소

06.01. 파키스탄 지부 개소

03.

굿네이버스 해외자원봉사단(GNVol) 1기 3명 방글라데시 파견

08.01. 미얀마 지부 개소

04.

CoNGO 멤버 가입

08.-09. 타지키스탄 지진 긴급구호 실시

05.-06. 제1회 세계아동평화상 (국제 연대 행사) 진행
2007

07.01. 에티오피아 지부 개소

02.01. 인도 지부 개소
02.26. 해외자원봉사단원 고 심민정, 고 임효진 추모예배

09.09-12.유엔정기총회 및 유엔공보국(DPI) 주최 NGO 연례회의 참석

05.01. 필리핀 지부 개소
1998

03.	타지키스탄 지부 개소

05.

07.	제28차 국제사회복지대회(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참가 및 주제

09.01. 차드 지부 개소
10.

발표(ICSW) (이스라엘 예루살렘)

해외사업국 현지직원 대상 권역 워크숍 개최 : PCM 전문교육
미국 LA 현지법인 설립

11.05.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상(MDGs Award) 수상: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기여
1999

02.01. 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창립 회장 단체 및 사무국 지원

11.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긴급구호 실시

05.27. 코소보 난민지원 긴급구호 실시
08.17. 터키 지진 긴급구호 실시
2000

02.

굿네이버스 일본 창립총회(요코하마)

05.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4개년 보고서(Quadrennial Report) 1차 제출 및 모범사례

글로벌
확장기

2008

02.-03. 사업국 지부장 대상 최초 권역별 회의 개최(아프리카, 아시아/중남미)
03.05. OECD DAC 특별동료검토실사단 - 한국시민단체대표단 간담회 참석
04.01.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개소(스위스)
05.02. 미얀마 사이클론 긴급구호 실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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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중국 쓰촨성 대지진 긴급구호 실시

10.

09.0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 착수: 탄자니아 므완자 소외열대질환(NTD) 관리사업

10.03. 모금국가(모금국&모금중점육성국) 대표자 회의 개최

11.01. 말라위 지부 개소

10.03. 르완다 사회적기업 ‘카페 드 기사가라(Café de Gisagara)’ 설립

우간다 지부 개소

10.16. 캄보디아 사회적기업 ‘굿 솔라(Good Solar Innovation)’ 설립
2009

06.16. 	최초 PMC 사업 착수 (파라과이 취약 아동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 사업) 및 파라과이

12.

남수단 식량 위기 긴급구호

03.

남수단 지부 개소

04.

2015 세계물포럼 참석

정부관계자 초청연수 진행
09.

적정기술 활용을 위한 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10.

아프리카 권역본부 신설

2015

04.30.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실시,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으로부터 고르카 지역 보호 분야
2010

01.12. 아이티 강진 긴급구호 실시

조정단체 선정

01.26. 해외지부 18개국 직원 대상, 주민 참여적 사정방법(PAP) 워크숍 실시(인도)

05.

니카라과 지부 개소

02.27. 칠레 강진 긴급구호 실시

09.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참석(뉴욕 유엔본부)

01.

엘살바도르 지부 개소

02.

가나 지부 개소

08.18. 적정기술을 활용한 축열기 국내 특허 출원, 몽골 ‘굿쉐어링(Good Sharing)’ 사회적기업 설립

04.

일본, 에콰도르 지진 긴급구호 실시

09.18. 아프리카 희망학교 1호 차드 요나스쿨 개교

05.

제1회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참석(제네바)

10.

키르기즈공화국 내전 긴급구호 실시

05.

제66회 UN DPI/NGO 컨퍼런스 참여 및 워크숍 개최

10.

G20-시민사회 정책대화(Civil G20 Dialogue) 참석

10.

2016 아시아 NGO 국제개발 컨퍼런스 참석 및 이일하 이사장 기조강연(대만)

10.

한국 최초 긴급구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 (UNHRD 기술협정 문서 체결)

01.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GN GPC) 발기이사회 및 1대 사무총장 선임

03.

도미니카공화국 지부 개소

04.01. 아이티 지부 개소
05.01. 파라과이 지부 개소

고도
전문화기

2016

11.16. 한국 NGO 최초,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초청으로 WFP-NGO 자문회의 참석(로마 WFP본부)
2011

02.01. 칠레 지부 개소

2017

03.10. 탄지니아 소외열대질환 전문병원(NTD Clinic) 개소

01.11.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호 ‘탄자니아 콰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 완공식

03.11. 동일본 대지진·쓰나미 긴급구호 실시

03.14.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 총회 참석(세네갈)

05.

WFP-외교부 FFNV (SZHC) 사업 MOU 체결, WFP 수행파트너(Implementing Partner) 선정

04.

굿네이버스 캐나다 설립

10.

아시아 권역본부, 중남미 권역 본부 신설

04.

글로벌 역량개발센터(GCDC) 신설 (태국)

10.

굿네이버스 모금국 회의 개최

04.24. 	OECD DAC Peer Review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공동작성 및 연대활동 시민사회대표단

10.11.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2

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06.

라오스 지부 개소

참석 및 대한민국정부 OECD DAC 메모랜덤 자문
05.01.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사회적기업단’ 신설
05.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 NPO 면세자격 획득(미국)

09.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 긴급구호 실시

06.20. 리우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참석

09.

굿네이버스 국제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ISC) 개최

07.

10.03.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과 협력사업 MOU 체결

잠비아 지부 개소

07.20.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식량위기 긴급구호 실시

10

09.

니제르 지부 개소

10.17. 2017 유엔난민위원회(UNHCR) 난민 생계지원 전문가 토의 패널 참여

01.

해외권역별 국가 대표자 회의(아시아)						

09.

모금국 대상 모금 워크숍 개최

09.

시리아 내전 난민 대상 긴급구호 실시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연례회의 개최(방콕)

10.17. 굿네이버스 해외 협동조합 자립 지원 브랜드 ‘메리쿱’ 론칭
2013

2014

170

11.
2018

WFP-굿네이버스 협력사업 연구: 사업 성과 및 파트너십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 착수

04.30. 한국 NGO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11.07. 굿네이버스 일본,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위 획득

05.

11.12.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실시

06.26. 베트남 사회적기업 ‘쿠플러스(Cooplus)’ 설립

굿네이버스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효과성 연구 착수

07.

굿네이버스 호주 설립

01.14. 인도네시아 지부 홍수 긴급구호 실시

07.

WFP-GN 협력사업 연구: 사업 성과 및 파트너십 평가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02.02. 볼리비아 긴급구호 실시

08.

GN 제네바국제협력사무소 인도지원단체 협력기관인 ICVA 정회원 가입- ICVA연례총회, 이사회 및

03.

모잠비크, 카메룬 지부 개소

03.

모금국가(모금국&모금중점육성국)대상 모금워크숍 개최

07.

키르기즈공화국 지부 개소

09.

부산광역시 최초의 ODA 사업(캄보디아 프놈펜 쩡아엑 보건지소 지원사업) 수행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정기 협의회의 참여
09.03. 	국제사회경제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탄자니아 난민 생계지원사업 사례 발표
(스페인 빌바오)
10.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제5차 보건의료시스템연구 글로벌 심포지움 포토보이스 참여 (영국 리버풀)

국제사업 주요활동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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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UN CRC 제 5,6차 NGO 연대보고서 공동 작성 및 제출/NGO 별도보고서 제출(국제협력)
10.

방글라데시 현지인 대표 선임

10.

NGO의 국제기구협력사업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11.01. 도미니카공화국 소액금융기관 ‘폰데코(FONDECO)’ 설립
11.

GN GPC 한국사무소 (GPC Korea Office) 신설

12.13. 굿네이버스 제1회 국제개발협력포럼 개최 (SDGs 4.7)
2019

01.

「공동시장을 활용한 난민의 자립성 강화 및 원주민과의 평화공존: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 사업」 연구 착수

02.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사전심의 참석(연대활동)

02.08.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Good Neighbors Global Impact Foundation) 설립
02.15. 미얀마 왕겨취사탄 사업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합작회사 ‘굿 브리켓(Good Briquette Company)’ 설립
04.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 1호 발간

05.

「굿네이버스 비전2030 수립에 대한 연구」 착수

05.

굿네이버스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효과성 연구 착수

05.15. KOICA-에누마와 문맹퇴치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우승
06.

굿네이버스 제2회 국제개발협력포럼 개최 (GN 탄자니아 냐루구수 난민캠프사업 연구)

06.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연대활동)

07.

굿네이버스 대만 설립

08.

2019 UN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참석

08.

GN 제네바국제협력사무소 인도지원단체 협력기관인 ICVA 정회원 가입- ICVA연례총회, 이사회 및

		

정기 협의회의 참여

09.

굿네이버스-WFP 협력사업 연구 논문, 세계적 권위의 ‘World Development 저널’ 등재

09.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본심의 참석 및 옹호활동 진행(연대활동)

11.01. 서아시아, 동아시아 권역 코디네이터 임명
12.17. 제1회 글로벌 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 참석(연대활동)

2020

12.

방글라데시 유니세프(UNICEF) 로힝야 난민 아동보호사업 착수

03.

굿네이버스 요르단 개소

03.

굿네이버스 미얀마·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미얀마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지원

06.

국제기구 협력사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원 및 공동주관(KCOC, CIDEC)

06.

2020 굿네이버스 코로나19 긴급 대응 (6월말 현재 39개국)

07. 	한-아세안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통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교육사업 유치
10.

2020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연례회의 개최 (34개국, 온라인)

11. 	영국 정부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FCDO, 구 DFID)
기금 확정(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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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 굿네이버스 모금국 워크숍 개최 (9개국, 온라인)

12.

굿네이버스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보고서(2016-2020) 발간

글로벌 NGO 성장의 원동력, 국제사업

국제사업 주요활동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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