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50,674,140   ①인건비
급여, 4대보험, (지
방)소득세

17,707,480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3,371,740    

 ③특별회비 -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세미나, 온라인
강의영상 제작

2,302,910    

 ④기타수입 예금이자, 후원금 104,418       ④국제교류사업비
국제대회 발표지원,
제임스 퍼거슨 간담
회

700,000       

 ⑤전년이월금 11,759,944   ⑤국내교류사업비

토론회, 서울 청년기
본소득 조례제정운
동,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 등

4,780,790    

 ⑥홍보사업비
웹소식지 발행, 홍보
영상 제작

5,150,000    

 ⑦조직사업비
정기총회, 제2기 임
원선거, 회원의 날
등

3,283,370    

 ⑧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등 6
개 지역네트워크

12,320,500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12,921,712  

계 62,538,502  62,538,502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8. 1. 23.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감사

김태호 (인)

안건 1. 2017년 사업수지 결산 승인

2017년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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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17,707,480   

사무국 급여 15,624,060   

4대 보험료 2,078,670    

소득세 & 지방소득세 4,750           

 ②일반관리비 3,371,740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물품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2,302,910    

월례세미나 회의비 335,740       

강의영상 제작비 1,967,170    
 <분배정치의 시대> 대담 동영상 150,000원, 온
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 1,817,170원

 ④국제교류사업비 700,000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 100,000        발표비 100,000원*1

제17차 BIEN대회 300,000        발표비 100,000원*3

제임스 퍼거슨 간담회 사업비 300,000        통역비 300,000원

 ⑤국내교류사업비 4,780,790    

2017년 BIKN 대회-토론회 사업비 980,290        토론비 600,000원, 자료집 319,000원 등

함께그리는대한민국 정책배틀 사업비(분담금) 345,500       

8회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 사업비 202,500        주관단체 회비 200,000원 등

기본소득 대선의제화 공동토론회 사업비 545,200        대관료 154,500원, 토론비 300,000원 등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조례발의운동 사업비(분담금) 145,000        공론화 토론회 대관료 100,000원 등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사업비(분담금) 2,474,600     월 분담금 400,000원*6월, 캠페인 지원금

기본소득 개헌운동 기자회견 사업비 64,200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세션 발표 사업비 23,500         

 ⑥홍보사업비 5,150,000    

웹소식지 발행비 2,400,000     제작발송비 200,000원*12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비 2,750,000     닷페이스 협업 영상제작비

 ⑦조직사업비 3,283,370    

정기총회 사업비 591,050       
 2017년 제5차 총회 341,050원, 2018년 제6차
총회 250,000원

2017년 회원의 날 사업비 917,820       
 시상 관련 575,000원, 대관료, 대과비, 현수막
제작비, 교통비 지원금 등

회원가입서 제작비 187,000        회원가입서 1,000부 제작

운영위원회/이사회 회의비 156,800       

제2기 임원선거 사업비 550,000        온라인 선거시스템 개발비

지역네트워크 확대 사업비 880,700        지역네트워크 출범식, 간담회 교통비

 ⑧지역목적사업비 12,320,5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5,673,000     1~12월 교부금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2,068,500     1~12월 교부금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2,381,000     2~12월 교부금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424,000        10~12월 교부금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492,000        9~12월 교부금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282,000     4~12월 교부금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익년 이월금 12,921,712   

계 62,538,502   

[참고 1] 2017년 지출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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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현금 및 금융재산 현황

계정별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통장잒고 12,912,782

현금 8,930

합계 12,921,712

법읶설립기금                 32,000,000

명예회비기금                   5,300,000

기본소득대회기금                   4,562,080

세후 예금이자(계정
개설 이후 총액)

                        42,909

합계                 41,904,989

운영재산: 12,964,621원

기본재산: 41,862,080원

[참고 3] 2017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전년이월금 -261,452

교부금 연간교부금 5,673,000

기타 예금이자 450

5,411,998

읶건비 0

사무실 임대료 1,000,000

통신비 0

강사비 350,000

2017 국제대회 500,000

대관료 60,000

여름 기본소득학교 지원 286,000

홍보물 제작 131,880

띄어쓰기 프로젝트 945,325

지역교류사업 붂담금 150,000

회의비 254,010

합계 3,677,215

1,734,783

[참고 4] 2017년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결산

구붂 금액 비고

2,553,701

2,068,500

1,323

4,623,524

청년배당 1주년 토론 50,000

2017년 기본소득 운동 전망 100,000 * 금민

은행수수료

합계

지출

강좌사업

읷반계정

기금-적립
금

계정

수입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수지결산

항목

수입

이월금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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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 50,000

피켓제작 20,000

커피, 음료, 달걀 등 82,000

준비/행사 식대 78,000

강사비 400,000 *2회-오준호

포스터/리플렛 제작 338,000 포스터 2종, 유읶물 5000

페이스북 광고 25,000

현수막 25,000

음료/김밥 48,000

기본소득 팔찌 제작 320,000 800개

준비(커피,음료,컵) 150,000

현수막/피켓 75,000

식대 52,000

차량랩핑 400,000

음향장비 구입 500,000 마이크/엠프

차량설비 600,000 발전기/조명

피켓 및 물품구입 40,000

읶천 민중대회 홍보 현수막 50,000

기자회견(현수막) 100,000 4회

페이스북 광고 50,000

퍼포먼스/피켓/유읶물제작 200,000 유읶물3000부

기자회견 식대 86,000

도서구매 70,000

기타 은행수수료 2,000

3,911,000

712,524

[참고 5] 2017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전년이월금 0

연간교부금 2,381,000

2017년 회원의 밤 교통비
지원금

30,000

전북네트워크 발대식 후원
금

471,000

강연회 후원금 391,500

사무국 급여 후원금 4,500,000

카페숨쉬다 후원금 130,000

화평교회 후원금(쉼표프로
젝트)

9,000,000

기타 후원금 20,000

예금이자 등 429

워크샵 회비 220,000

17,143,929

읶건비 (사무국 1읶 급여) 4,500,000

사무품 구입비 3,200

체크카드 발급비 1,000

결산 소득세 20

이체수수료 2,500

수지결산

메이데이 캠페읶

기본소득 대학강좌

기본소득 거리캠페
읶

온국민기본소득운
동본부

기본소득 청년조례

지출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수입

교부금

후원금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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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운영위원) 회의비 39,700

쉼표프로젝트 연구사업비 9,000,000

강연회 사업비 480,800

쉼표프로젝트 (강연, 읶터
뷰, 추첨식, 문자)

404,570

가을특강비 351,000

개헌캠페읶 홍보비 116,250

온국민기본소득본부 단체가
입

50,000

홍보사업비 포스터 제작 8,000

 전북네트워크 발대식 총회
사업비

424,340

가입서, 리플렛, 명함 제작
비

557,200

워크샵, 조의금,회원의 날,
총회

323,720

16,262,300

881,629

[참고 6] 2017년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전년이월금 0

교부금 연간교부금 424,000

기타 예금이자 112

424,112

읶건비 0

사무품 구입비 0

통신비 0

사업비 운영위원회의비 62,000

기타 결산소득세 10

62,010

362,102

[참고 7] 2017년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세부사항

이월금 전년이월금 11,010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사업잒액

연간교부금 492,000

2017년 회원의 밤 교통비
지원금

45,000 3명*15,000원

기타 예금이자 49

548,059

읶건비 0

사무품 구입비 0

통신비 0

선전홍보비 90,000 캠페읶 피켓 제작비(6개)

회원행사참가 지원 145,000 회원의 밤 행사 참여자 여비 지원

235,000

313,059수지결산

수입
교부금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

수지결산

수입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합계

수지결산

지출

연구교육사업비

교류사업비

조직사업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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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2017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결산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1,200,000

교부금 1,282,000

참가비 680,000

기념품판매비 721,000

교통비 20,000 회원의 밤 참가비

이자 및 잡수익 4,819

차입금 1,600,000

합계 5,507,819

강사비 900,000
200,000*4
명/100,000*1명

교통비 300,000 100,000*3명

숙박비 195,000 강사 숙박비

식대비 및 뒤풀
이

1,097,000
기본소득학교 및 창립
대회

기념품 710,000 텀벌러/기념버튺

포스터제작 106,040 창립대회

현수막제작 116,000 기본소득학교

회의비 69,600

재료비 및 다과
비

174,480

읶건비 50,000 50,000*1개월*1명

우편발송비 58,860 창립대회

대관료 100,000 창립대회

차입금 1,600,000 창립대회 준비 및 짂행

수수료 5,600 강사비 이체

교통비 지급 20,000 참가자 1읶

합계 5,502,580

5,239

수입

지출

수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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