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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소개
기업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변화

-사회공헌∙CSV 파트너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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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당사자만이아니라공동체, 지역사회까지개선되어야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취약계층의 아동이 제대로 양육 받고, 
성년이 되어서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마을이 빈곤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을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당장물고기를 나눠주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물고기를 낚을수있는 방법과 여건조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문제해결과 삶의 질개선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회공헌패러다임의변화, 기업과함께만드는사회적경제생태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기부, 봉사활동 같은자선적인 형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뿐아니라 숲을 함께 조망해야 하듯이,
빈곤지역이 스스로 생계소득을 만들어 낼수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강력한 기업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재)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기업,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협력및교류를 통해 개발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인종·종교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제개발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공익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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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창출

경제적가치
창출

-국제구호개발사업
-아동 전문복지사업
-아동& 청소년 사회개발교육업

글로벌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설립, 투자, 운영
-협동조합 운영 및지원
-소액금융 서비스로 현지 생산자 지원
-지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지원

‘굶주림 없는세상, 더불어사는세상’을 만들기위해

‘굿네이버스’와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는
각자의전문영역에서일하고있습니다

굿네이버스의사회적경제사업은 2011년사회적기업사업단으로시작해, 2019년 재단법인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로독립후
보다전문성을가진인력과세부사업구성을통해사회적경제사업만을전문으로운영하는공익법인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

UN경제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획득

UN MDGs Award에서
새천년개발목표상 수상

한국 NGO 최초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파트너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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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ood Neighbors Global Impact Foundation?
왜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와의파트너십이어야할까요

글로벌 사회적경제 사업 전문
국내 대표 N G O

전 세계 2 5개 사업국 대상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

공유가치 창출 전문 글로벌 임팩트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ESG 전략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국제개발 ,  경영전략 ,  사회적금융 ,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 2 5개국 굿네이버스 해외사업국 대상
• U N  지속가능발전 ( S D G s ) 목표 기여

25개국 글로벌 지역 사회의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함께실현하는
전문적인 기업파트너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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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
서비스

임팩트 투자

사회적기업

수출

지역 시장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아시아 11개국

네팔 ,  캄보디아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몽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라오스

중남미 5개국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  칠레 ,
니카라과

아프리카 9개국

에티오피아 ,  케냐 ,  말라위 ,
잠비아 ,  니제르 ,  탄자니아 ,
모잠비크 ,  차드 ,  르완다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의글로벌사회적경제사업

기술 지원
재원 지원

수혜자중심

협동조합

주민들을 조직 및 교육하고
필요 부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제공

저금리에 금융 지원으로
재무적 부담을 낮추고
부채관리 재투자 지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

수혜국 경제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발굴 ,  투자 ,  엑셀러레이팅으로
사회적 ,  경제적 성과를 동시 달성하는
착한 투자

생산자조합이 만든 가치 상품의
국내 유통 ,  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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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국에서 1,100개이상조합, 76,000명이상의조합원이활동중이며, (2020년 12월기준)

협동조합의사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회전기금을운영합니다.

소액 대출 지원

대출금상환

협동조합설립 & 운영지원및

생산자를위한금융접근성개선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합니다

MFI
Micro-Finance Institution

회전기금
Revolving Fund

•소비 아닌 생산활동 자금 지원
•낮은 이자율 제공으로 상환 부담 감소
•지역사회 금융 제공으로 자금에 대한 주인의식 향상

소득 창출협동조합 설립직업 교육현지 분석 사업 실행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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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커피 생산지와 연계해 고품질
원두커피를 제공하는 국내 카페

•카페 수익금은 해외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

•해외 사업국 협동조합과 함께 고품질
핸드크래프트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
하는 해외 협동조합 브랜드

•상품 디자인 ,  생산 ,  마케팅 ,  판매까지
전단계 지원

•국내 13개 온오프라인채널에서 판매

•판매수익은 지속적인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경제적자립에 재투자

•쇼핑이 즐거운 기부로 이어지는 가치
소비 쇼핑 플랫폼 www.givestore.kr

•굿네이버스의 후원사업 스토리를

담은 자체 제품 개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유통
및 제품 소개

•판매 수익금은 저개발국 지역주민의
경제자립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르완다 커피 농가가 생산한 고품질
원두 직거래

•커피 재배 교육 ,  현금거래 지원 등
조합원들의 안정적 재배∙거래 지원

•판매수익은 커피농부의 소득 증대
교육과 설비 구매 ,  품질 개발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커피 브랜드

해외사업국협동조합이 생산한

상품의 국내외판매를도와

소비활동에 사회적가치를더합니다

디자인, 생산, 마케팅, 판매전단계에걸쳐생산자조합의제품생산역량강화를지원합니다.
해당상품을국내소비자들이소비, 경험할수있도록브랜드및유통채널을운영합니다.

더 네이버스 커피 카페 좋은 이웃 메리쿱 기부스토어

http://www.givest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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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글로벌 사회 &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기술과 자본을 지원합니다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저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외 소셜벤처를 발굴 ,  투자 ,  엑셀러레이팅 합니다

개발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투자, 설립 & 운영으로

사회적가치와경제적이익을창출합니다

베트남, 몽골, 네팔, 캄보디아, 르완다, 과테말라, 파라과이등에서 14개의사회적기업이현재운영중이며,
파라과이, 베트남, 필리핀에진출하는 3개소셜벤처대상올해임팩트투자를집행할예정입니다.

• 저개발도상국 진출하는 국내 소셜벤처 및 해외 현지 소셜벤처 대상 (Seed, Pre-series A 투자)

• 투자 및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엑셀러레이팅(간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 단독 또는 민간기업/투자자와 공동(JV)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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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파트너십프로그램
Corporate Partnership

임팩트 후원 글로벌 임팩트 투자 공익 연계 마케팅 임직원 참여

기업이추구하는사회적책임이실현될수있도록 전문적이고차별적인소셜임팩트프로그램을제안합니다. 

시혜적관점에서벗어나사회적가치창출과지역사회역량강화를선도하며, 소셜임팩트를측정∙관리하는전략적파트너십을수행합니다.

지정 사업

기업 맞춤형 사업

기업 명의 후원

임직원 기부

매칭 그랜트

Seed 투자

Pre-series A 투자

기업 맞춤형 펀드

임팩트 금융

상품 판매 수익금 연계

콜라보 상품 기획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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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후원

공익 연계 마케팅

임직원 참여

Co r p o ra t e  Pa r t n e r s h i p

지정사업

기업맞춤형사업

기업명의후원

임직원기부

매칭그랜트

국내외 진행되는 사업들 중기업이 희망하는 국가 및 사업 분야를 선택하여 현금, 기술지원, 현물등으로 후원하는 방식.

 해외지정사업 (글로벌파트너십)

- 해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기금후원
- 저개발국 진출 예정인 국내 소셜벤처와의 프로젝트 후원
- 기술개발비 후원, 기술교육 및 인프라지원
- 소액금융서비스 사업 후원 및 기술지원
- 협동조합 사업 기금

 국내지정사업

- 국내 청년 자립지원 카페 창업 사업지원 (기부금, 임대, 설비 등)
- 기부스토어 제품 구매
- 기업용 원두 정기 구매 등

SDGs 달성을위한기업의 ESG 전략및사업방향과해외사업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재단이기획하고
기업이 후원하는 방식. 
필요에 따라 현지 시설에 현판 제작, 현장 모니터링, 기업명의 기금 설립 등진행. 

 현금 기부  주식 기부  부동산 기부  유휴 자산 매각금 기부

기업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후원하는 방식

임직원후원금 또는고객후원금을기업에서 매칭하여 함께 후원하는 방식.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업이희망하는 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분야를선택하여 기금및기술등다양한형태로 공유가치창출 사업을 후원합니다. 

 끝전 기부  일시 및정기 후원금 유산 기부(개인 명의 기금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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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후원

글로벌 임팩트 투자

공익 연계 마케팅

임직원 참여

농업, 낙농업, 에너지, 바이오, 환경 등기술과 전문성에 기반해저개발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합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국가, 사업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형태로 현금을 후원합니다.

소셜벤처의 육성, 글로벌 진출, 생태계 조성까지 다양한 영역과성장 단계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Seed 투자

Pre-series A  투자

기업맞춤형펀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신생 및창업 초기의 소셜벤처 중 성장성 있는 기업/사업을 선정.

기업 명의의 단독 투자기금 또는 재단과의 공동 기금을 조성해 한 곳또는 여러 소셜벤처에 투자.

저개발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 소셜벤처에 자본금 투자 및 성
장을위한엑셀러레이팅 지원.

-기업명의 단독 투자기금 또는 재단과 공동기금을 조성해 한 곳또는 여러 소셜벤처에 투자

-소셜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전문성 지원에 참여

파트너 기업의 전략 방향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 및 운영.
- 기업명의 펀드 설립 및운영
- 국가및사업 분야지정가능

사회적금융투자 파트너 기업의 필요에 맞춰 수혜국의 소액금융서비스를 위해운영하는 회전기금에 투자 (국가 지정 가능).
- 2021년중 6개 국가 대상 신규 MFI(소액금융서비스기관) 설립 예정

정기적으로 투자현황보고서가 제공됩니다.
기업명의 단독펀드또는재단과의 공동펀드조성이 가능합니다.
재단과함께 투자할소셜벤처를공동으로발굴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소셜벤처에 투자합니다.

Co r p o ra t e  Pa r t n e r s h i p



12

임팩트 후원

공익 연계 마케팅

임직원 참여

상품수익금의 일부를기부함으로써 마케팅활동을 공익과연계할수있습니다. (Cause-related Marketing)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고객 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고객 또한 기부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품판매수익금후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판매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부

 콜라보제품기획및후원

상품에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의 공익 가치를 담아 제작, 판매하고 판매금의 일부를 기부

-기업 필요에맞춰다양한 형태의협업가능

공익연계마케팅

임직원참여 임직원이 직접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성에 맞는 가치실현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정 국가, 사업지정등기업의 필요에맞춰 기획및진행가능

글로벌 임팩트 투자

Co r p o ra t e  Pa r t n e r s h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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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상담

후원 절차

후원사업 제안 세부 협의 확정 & 협약 체결 사업 진행 결과 보고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기업의니즈를
확인합니다.

기업의니즈에맞는

맞춤형 후원/투자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에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및

진행방향을논의합니다

사업을확정하고

필요시상호간

협약을진행합니다

사업을수행하며, 

기부금영수증, 홍보자료등

필요한문서등을전달합니다 .

사업현황및결과를공유하고

지속가능한공유가치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파트너십 문의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임팩트기금본부

Tel:  0 2 - 6 7 3 3 - 2 6 1 5

Email:  c s v @ g ood ne i g hbo r s .o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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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사업사례



르완다 저소득층의 건강∙소득증대 위한옥수수가루 생산∙판매 농업
사회적
기업

• 르완다저소득층이구매가능한가격대의안심하고먹을수있는옥수수가루를생산및판매하기위한옥수수제분공장건설및운영(마이크로플랜트)
• 현재현지에서거래되는중급품질의옥수수가루가격대비 40% 낮은가격에아플라톡신(곡물곰팡이가생성한독성물질) 오염걱정없는옥수수가루공급예정
• 현지옥수수조합을통한원재료구매로현지농가소득증대및지역산업발전뿐아니라,옥수수가루생산을위한현지인고용창출효과기대
• 옥수수조합을사회적기업의주주로참여시킴으로써, 조합-기업간의상호협력을도모하고기업수익을조합에배분할예정

사례 l

옥수수 제분 공정옥수수 재배 판매

옥수수조합 사회적기업 시장



캄보디아 청년 자립을 위한 툭툭택시 조합
협동
조합

사회적
금융

• 캄보디아내결연이종료된청소년또는도심내무직자들의경제적자립지원목적으로툭툭택시조합설립
• 고가의툭툭택시($3,000)를청년들에게현지금리(연 21%)보다훨씬낮은연 5%에임대하고 2년간대출금을상환하면실소유권을청년에게양도해지
속적인경제활동을지원

• 2019년에 20명대상직업교육제공을통해월평균수입이 $200에서 $480로소득증가, 2021년조합원참여자수 50명으로확대

> > > >

툭툭택시
구매후청년임대

청년일자리창출 직업훈련진행
(필요한행정지원및
서비스교육진행)

택시사업시작!

소액금융지원

사례 l



사례 l 스마트 축산기술 접목을 통한 축산농가 문제 해결
혁신
기술

임팩트
투자낙농업

JV

• 100% 사탕수수로 제작
• 무독성 인증
• 배터리 수명 5년

•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전송
• AI 기반 분석

바이오 캡슐 구강 주사

데이터 수집 모바일 웹 기반

• 앱, 웹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이벤트
알람(질병, 분만예측, 건강 모니터링
등)

• 반추위에 안정적 장착
• 생체 데이터 측정(온도, 식수

습관, PH, 활동수준 등)

• 파라과이 젖 약 19만5천두

• 파라과이의사회적기업인낙농장(Buenos Negocios S.A.)에국내스타트업 ‘uLikeKorea(유라이크코리아)’가개발한축산ICT 및인공지능분석기술이집
약된축우용라이브케어서비스를도입

• IoT센서가내장된바이오캡슐을통해축우의생체정보를실시간측정, 분석하고건강및질병을선제적으로관리하여동물건강증진및유축생산량증대
• 파라과이현지에합작법인설립추진후, 파라과이내 5천개농장으로서비스확대및남미시장전역진출목표
• 소뿐만아니라돼지, 가금류까지대상가축류확대예정



사례 l 저개발국 문제를 해결할 바이오 기술임팩트 투자 바이오
임팩트
투자

• 바이오기술(스마트가축헬스케어, 동물백신기술)을보유한국내소셜벤처들의저개발국진출을지원하기위한임팩트투자
• 파라과이,베트남등낙농업국가진출을위한투자및지원을통해현지낙농업주민의생산성증대를통한사육비절감, 납유량증가로소득증대, 구제역예
방등축산농가의피해규모최소화목표

• 소셜벤처및글로벌임팩트의공동지분투자를통한현지사회적기업설립및운영으로사회적가치및경제적가치극대화

낙농업



19[ 문의]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l  임팩트기금본부 l 02-6733-2615     l      csv@goodneighbors.org      l      www.gngi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