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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2015년 활동 

 

2015년 주요사업 

4월 9일~8월 20일, 2015년 기본소득학교 

4월 18일, 제3차 임시총회 

4월 22일, 카리 폴라니-레빗 집담회 

5월 16일, 제7회 맑스코뮤날레 기본소득 세션 발표 

6월 17일, BIEN 공동의장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강연회 

6월 19~20일,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9월 16~20일, 제8차 세계기본소득주간의 국내 기본소득 지지 온라인캠페인 진행 

10월 12~13일, 네덜란드 그로트 교수, 벨기에 판 파레이스 교수 만남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2016년 한국기본소득주간 준비 

홈페이지 개편 

기본소득 뉴스레터 발행 및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소식 공유  

 

2015년 교육/강연/기고 

1월 9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기본소득 이야기 4 녹음 (출연자: 금민) 

1월 16일, 전북 고창인문학강의 겨울강좌 2강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2월 6일, 사단법인 평화캠프 장애인활동가 강연 (강사: 안효상) 

2월 6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기본소득 이야기 5 녹음 (출연자: 금민) 

3월 6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기본소득 이야기 6 녹음 (출연자: 금민) 

3월 28일, HK연구소 공동학술심포지엄 <한국사회가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발표: “세대 간 불평등과 

기본소득의 정의론” (발표자: 곽노완) 

4월 16일, 수원 희망샘도서관 인문학 강좌 <조세정치와 복지국가> 강연 (강사: 강남훈) 

4월 23일,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발표 (발표자: 강남훈) 

4월 24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기본소득 이야기 7 녹음 (출연자: 금민) 

5월,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잡지 <인권> 5/6월호 기고 (기고자: 금민) 

7월 6일, 인드라망공동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소개’ 인터뷰 (대담자: 강남훈) 

7월 9일, 광주 기본소득 토크콘서트 ‘상상하라! 기본소득’ 참가 (게스트: 금민) 

7월 23일, 수원아시아다문화센터 주최 화성시민단체모임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8월 5일, 대전 직능원 기본소득토론회 발표 (발표자: 강남훈) 

8월 10일, 노동당 청년정치학교 기본소득 강의 (강사: 강남훈, 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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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나주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기본소득제 정책토크쇼 (게스트: 금민) 

8월 27일, 광주 사회민주주의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9월, <녹색평론> 9/10월호 ‘성남 청년배당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기고 (기고자: 강남훈) 

9월 25일, 옥천신문 대담 ‘성남시, 세계 최초 지역화폐 청년배당 실시’ (대담자: 강남훈) 

9월 25일,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 우수사례 발표 (발표자: 곽노완)  

11월,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2015년 11월호 기본소득 기획특집 기고 (기고자: 안효상, 

박선미) 

11월 11일, 전주, 2015년 사회적 경제 인문학강좌 기본소득 강의 (강사: 강남훈) 

11월 20일, 창원대학교 교수모임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11월 26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여성분과 강연 (강사: 권정임) 

11월 11일, 전주 사회적 경제 인문학강좌 기본소득 강의 (강사: 강남훈) 

11월 26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8회 월례정책포럼 참가 (발표자: 권정임) 

11월 27일, 인천대학교 <미래 도시와 정치, 경제, 생태 그리고 청년> 세미나 발표 (발표자: 정민걸, 강

남훈, 금민, 곽노완) 

12월 1일, ‘여성의 전화’ 활동가 대상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12월 12일, 평화캠프 천안지부 청년강좌 ‘불가능한 꿈이 역사를 바꾼다’ (강사: 오준호) 

12월 15일, 천안비정규직센터 정책세미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노동

사회 재편전략’ (강사: 금민) 

12월 17일, 노동당 광주시당 강연회 ‘성남시 청년배당, 광주는?’ (강사: 강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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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 2015년 학술위원회 활동 

 

1. 학술논문발표 (총6편) 

1) 강남훈(한신대)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제12권 2호) 

2) 조현진(서울시립대)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함축” (『통일

인문학』제62집) 

3) 심광현(한예종)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시대와 철학』제26

권 2호) 

4) 권정임(서울시립대)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

대와 철학』제26권 2호) 

5) 곽노완(서울시립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철학연구』제135집) 

6) 곽노완(서울시립대) “좋은 삶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향한 드워킨 분배정의론의 재구성”(『도시인

문학연구』제7권 1호) 

 

2. 학술대회 개최 (총2회) 

1) 제7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 공동주최 (2015. 05. 16.)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한신대), 권정임(서울시립대) 등 3인 발표함 

2)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주최 (2015. 06. 19~20.)  

칼 와이더키스(미국, 조지타운대), 추이즈위안(중국, 칭화대), 사라트 다발라(인도, 인도자영업여성연

합), 엔노 슈미트(스위스, 스위스기본소득이니셔티브 공동설립자), 얀냐 아스켈란트(노르웨이, 저널리

스트), 보르하 바라게(스페인, 마드리드자율대), 강남훈(한신대), 곽노완(서울시립대), 금민(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유성민(경기대) 등이 각 나라와 지역의 기본소득 

연구 및 운동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의 경우 등이 발표함 

 

3. 연구세미나 (총11회) 

1) 세미나  

8월까지 필립 판 파레이스의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 』를 중심으로 세미

나를 진행함.  

이 성과는 조현진(서울시립대)이 번역서로 발표할 예정임. 

2) 발표 

9월부터 조현진(서울시립대), 심광현(한예종), 강남훈(한신대), 안현효(대구대), 곽노완(서울시립대) 

등이 기본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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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진 경과 

 

1) 2014년 3월 15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화를 추진, 2015년 말까

지 지정기부단체 지정을 목표로 진행”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인화를 추진했

으나, 

2) 2015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재정적 기초와 법인 설립 당위성 측면에서”“비영리법인 심의회 

상정이 반려”됐다는 공문을 보냄. 이후, 재정적 기초’ 문제는 자산 5천만 원, 연간 입출금 1억 원 

규모이라는 보건복지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설립 당위성’ 문제는 학술 성격

을 넘어서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는 구두 설명을 들음. 

3) 이에, 2015년 2월 정기이사회(2월 27일)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기부금공제단체 등

록을 추진”하고 “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함. 

4)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부금공제단체 신청요건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던 중, 

5) 201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 중에서 ‘1년간 공익활동 실적’관

련해서 보완을 요구함. 

6) 이에, 2015년 6월 정기이사회(6월 12일)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공익활동 실적에 대한 우리 단체

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 

7) 201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 

 

두 가지 방향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하나는, 우리 단체의 그간 활동이 공익활동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연구, 교육, 대중강연, 캠페인, 출판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실질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기존복지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대안입

니다.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의 급증이 현실인 오늘날 경제구조로 인해,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

화와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부양의무자, 자산 심사, 노동과 복지수급의 양자택일, 낮은 생계급여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빈

곤현실과 국민의 존엄함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복지제도 하에서,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와 차상위층을 비롯한 

매우 많은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수급자들은 심사과정에서 겪는 모욕감

과 낙인효과, 수급조건이 강요하는 경제활동 포기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된 국민으로 취급당

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할 한국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답게 설 수 있게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동적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분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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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 시기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연금 공약은 부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공약이었습니

다. 그리고 무상보육 정책 또한 부분 기본소득에 속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의제여서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본소득이 지닌 공익적 가

치는 무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공익활동이라는 전제”는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여부이며,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다수의 인정을 받을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타 단체와의 비교 의견입니다. 

지난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학술연구 내용은 공익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구나 인정하는 공익활동”이

어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에

는 복지 개혁을 위한 “포럼 및 성명서를 통한 사회적, 제도적 실현과 정책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삼은 <복지

개혁시민연합>, “기독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발표,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보출판, 엑스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삼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보건교육사업, 건강검진 사업, 국제교류사업,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학술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삼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과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이 산하 단체

로 등록돼 있습니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사적인 경제활동 분야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실버산업 관련 서비스, 기술, 정책 등의 조사 및 연구. 실버산업 시장활성화 및 실버사업 경영환경 개선·

증진. 실버산업 정보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존 산하 단체들로 미뤄보아,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범위는 매우 광범하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이 단체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해서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8) 한편, 법인화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 7월 정기이사회에서 “2016년 제16차 비엔대회 이후”에 

정식 논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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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2016년 한국기본소득

주간 준비 상황 

 

1.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조직위원회 

- 2014년 여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회가 조직위원회 역할을 하기로 결정 

- 2015년 9월 5일 제4차 조직위원회를 통해 조직위원회 확대: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심광현

(문화연대 대표) 참가; 이후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홍세화(말과활 발행인)이 추가로 합류 

 

2. 대회 주제 및 발표와 행사 제안문 

- 초기 조직위원회에서 주제를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고 정함 

- 이에 따른 ‘초청의 말’, ‘주제’ 등을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 

- 2015년 11월 ‘발표와 행사 제안문’(Call for Papers)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내외적으로 배포 

 

3. 기조발제자 등 

- 대회 중요성과 예산을 감안하여,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기조발제자를 초청하기로 함: 12명 내외 

- 현재의 기조발제자: 얀 오토 안데르손(핀란드), 루이즈 하그(영국), 도루 야마모리(일본), 곤살로 에

르난데스 리코나(멕시코), 사라트 다발라(인도), 제파니아 카미타(나미비아), 추이 즈위안(중국), 에

블린 포르제(캐나다), 필립 판 파레이스(벨기에), 강남훈(한국) 

- 특별 초청: 아미라 예히다(독일) 

- 환영사: 가이 스탠딩(영국, BIEN 창립 회원) 
 

4. 예산 

- 2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대회 예산 9000만 원, 기본소득주간 예산 2000만 원 예상 

 

5. 기본소득주간 

- 심광현 공동조직위원장이 기본소득주간의 문화 행사 기획위원장을 맡아서 기획 중 

- 콘서트, 전시회, 예술인 포럼 등을 준비 중 

- 영화제, 퍼포먼스, 캠페인 등은 안효상 공동조직위원장이 기획 책임을 맡음 

 

6. 사전 컨퍼런스 

- 국제기본소득정책토론회(성남시와 공동 주최), 2016년 7월 6일  

- 기조발제자 가운데 얀 오토 안데르손, 제파니아 카미타, 에블린 포르제 등을 초청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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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39,790,070        ①인건비
급여, 4대보험, (지
방)소득세

15,976,130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2,602,119         

 ③특별회비 2,400,000          ③연구교육사업비
기본소득학교, 교
육물품 구입, 회의
비 등

2,484,320         

 ④기타수입
기본소득학교 수강
료, 강연회 분담금,
대관취소 환불 등

1,998,428          ④국제교류사업비
16차 BIEN대회 준
비, 국제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

4,916,190         

 ⑤전년이월금 2,666,723          ⑤국내교류사업비 -                      

 ⑥홍보사업비 웹소식지 제작발송 2,400,000         

 ⑦조직사업비 제3차 임시총회 등 483,930            

 ⑧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
천네트워크

8,460,000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9,532,532         

계 46,855,221       46,855,221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  1.  2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감사 

김태호  (인)

2015년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회비      1,277,320 기본소득아카데미 회의비(간식비)          17,700

 기타(수강료)      1,207,000 학술심포지엄 회의비(간식비)        136,380

2015년 기본소득학교      1,655,750

교육물품(무선마이크, 삼각대) 구입비        674,490

 합계      2,484,320  합계      2,484,320

 회비        448,750  특강 대관료        330,000

 수강료      1,207,000  특강 강연료        600,000

 교육물품        158,050

 현수막 제작비            7,700

 수강료 반납          60,000

 동영상 제작비        500,000

 합계      1,655,750  합계      1,655,750

 회비      4,499,638 16차 BIEN대회 준비        410,900

 기타(지역네트워크 분담금)        200,000 카리 폴라니-레빗 집담회        565,000

 기타(월간좌파 분담금)        200,000 2015년 국제학술대회      3,006,800

 기타(잡수입)          16,552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강연회        933,490

 합계      4,916,190  합계      4,916,190

회비        401,148 조직위원회 회의비        253,140

호스팅 탈퇴 환불금(bikn4)            9,752 공동조직위원장 명함비          48,070

홈페이지 제작비        109,690

합계        410,900 합계        410,900

10

 세입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출

 세입  세출

[참고 1] 주요사업별 수지

연구교육사업 수지

2015년 기본소득학교 사업 수지

국제교류사업 수지

16차 BIEN대회 준비 사업 수지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인천네트워크 분담금        100,000 포스터/현수막 제작비        218,690

대전네트워크 분담금        100,000 강연료        300,000

월간 좌파 분담금        200,000 통역료        300,000

회비        533,490 간식 및 뒷풀이 비용        110,000

기타(운송비)            4,800

합계        933,490 합계        933,490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회비      3,000,000 브로슈어 제작비        411,220

프로젝트팀 분담금    19,269,563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비        545,520

자료집 판매금        460,000 자료집 제작비      1,646,300

주차권 판매금            6,800 통역비      5,370,000

발표비      4,419,087

항공료      3,090,147

숙박비      2,241,279

식사비      2,702,700

대관료        924,000

사무/위생 물품 구입비        151,790

다과 비용        282,620

뒷풀이 비용        433,900

주차권 구입비        287,300

운송비          27,000

지급수수료            3,500

동영상 제작비        200,000

합계    22,736,363 합계    22,736,363

11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강연회 사업 수지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사업 수지(프로젝트팀 수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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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관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이월금 전년이월금 1,279,532

교부금 교부금 연간교부금 6,316,000

기타수입 잡수입 예금이자 2,096

7,597,628

사무운영비 사무활동비 1,000,000

통신비 477,030

교통비 200,000

경조사비 295,000

지급수수료 500

결산소득세 280

결산지방세 10

도서인쇄비 400,000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강연
회 분담금

100,000

세월호북콘서트 분담금 100,000

공감토크콘서트 분담금 200,000

유성원자력안전조례제정운
동본부 분담금

500,000

3,272,820

총계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구 분 금 액(원)

311,012

2,144,000

1,047

2,456,059

100,000

100,000

2,356,059총 계

[참고 2] 지역네트워크 사업수지결산

이월금

교부금

칼 와이더키스트 초청강연회

연대사업비

합계

4,324,808

참고

*통신비: 2014.03~2015.10 (20개월)

*경조사비: 회원직계가족 상 조화전달(3회)

*도서인쇄비: 월간토마토 기고글 모음 책 발행(100권)

수입

합계

지출

수 입

합계

합계
지 출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일반사업비

기타(예금이자)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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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5년 감사 결과 보고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15조(임원의 직무) ②항(감사)과 제33조(회계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 일시: 2016년 1월 5일(화) 

 

2. 감사 대상 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 감사 결과 

 

1) 2014년도에는 두 곳의 지역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등 회원과 조직이 빠르게 확대된 데 비해 2015년에

는 회원 규모가 정체. 

 

2) 이에 따라 회비 수입 규모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규모와 방식으로 예산이 지출됨. 

 

3) 2014년에 비해 기고, 강좌 등의 사업이 활발해졌고, 특히 기본소득학교라는 외부를 향한 교육 활동이 

시작됨. 

홈페이지의 정비로 안정적인 선전과 교육과 보고의 공간 확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서울과 성남이 복지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논란을 벌이

는 등,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때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름으로 사

태에 개입하지 못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름으로 된 기본소득 관련 서적도 여전히 부재. 

 

 

2016년 1월 5일 

 

감사 

김태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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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16년 사업계획(안) 
 

 

I. 2016년 사업계획 일람 

사업 세부 사업 

1. 연구교육사업 

①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②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③ 월례 학술심포지엄 

④ 국내 학술발표회 

2. 국제교류사업 ① 제16차 BIEN 대회 

② 국제기본소득정책토론회 

3. 국내교류사업 ① 제20대 총선 정책제안 

② 한국기본소득주간(7월 4~10일) 

4. 홍보사업 

① 대중강연 

② 웹소식지 발행 

③ 기본소득 브로슈어 홍보 

④ 기본소득 모의국민투표 

⑤ SNS 홍보 

5. 조직사업 ① 제4차 정기총회 

 

 

II. 2016년 사업계획 

1. 연구교육사업  

1) 2016년 1기 기본소득학교  

가. 목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 교양 향상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회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 강좌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5월 둘째 주부터 4주간, 매주 1회 실시 

라. 소요 예산 : 금 10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500 연구교육사업 대관 480 
 

기타수입(수강료) 500 
 

강사료 400 
 

   
홍보물 30 

 

   
교육물품 90 

 
합계 1,000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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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2기 기본소득학교  

가. 목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 교양 향상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회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 강좌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2016년 하반기에 4주간, 매주 1회 실시 

라. 소요 예산 : 금 10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500 연구교육사업 대관 480 
 

기타수입(수강료) 500 
 

강사료 400 
 

   
홍보물 30 

 

   
교육물품 90 

 
합계 1,000 합계 1,000 

 
 

3) 월례 학술심포지엄  

가. 목적: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위한 이론/정책 생산 

나. 사업 내용: 국내외 학술출판물 검토 및 토론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월 1회 실시 

라. 소요 예산 : 금 24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240 연구교육사업 회의비 240 
 

합계 240 합계 240 
 

 

4) 국내 학술발표회  

가. 목적: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연구 성과 공유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논문 발표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3월 1회,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라. 소요 예산 : 금 1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100 연구교육사업 홍보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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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교류사업 

1)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개최 

가. 목적: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공유 및 국제 연대 강화 

나. 사업 내용: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쟁점을 논의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7월 7~9일, 서강대학교에서 12명의 기조발제자를 포함한 연구자, 활동가들의 논문 

발표 및 토론 진행 

라. 소요 예산 : 금 4700만 원 (총예산 9000만 원 중에서 학술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2,000 국제교류사업 사전준비비 5,000 
 

기타수입(참가비) 17,000 
 

영상제작비 6,000 
 

기타수입(크라우드 

펀딩) 
8,000 

 

대관, 참가자 물품, 

다과 등 행사비 
29,000 

 

기타수입(기본재산 

사용금) 
20,000 

 
홍보물비 7,000 

 

합계 47,000 합계 47,000 
 

 

2) 국제기본소득정책토론회  

가. 목적: 기본소득제 시행의 사회적 효과 공유 

나. 사업 내용: 과거에 실시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본소득제 사례들을 평가, 토론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7월 6일, 성남에서 성남시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핀란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의 

사례와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라. 소요 예산 : 금 10만 원 (총예산 중 홍보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100 국제교류사업 홍보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3. 국내교류사업 

1) 제20대 총선 정책제안 사업 

가. 목적: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본소득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의 개념, 사회정책으로서의 효과와 가능성 등에 대해 공개 질의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응답을 취합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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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요 예산 : 금 3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300 국내교류사업 홍보비 100 
 

   
자료 분석비 200 

 
합계 300 합계 300 

 
 

2) 한국기본소득주간 사업 

가. 목적: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대중적 확산 및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홍보  

나. 사업 내용: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정치적 문화적 공동행동을 펼침.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7월 4~10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연, 전시, 퍼포먼스, 캠페인 

등을 진행함. 

라. 소요 예산 : 금 200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5,000 국내교류사업 전시회 5,000 
 

기타수입(지역네

트워크 분담금) 
5,000 

 
음악공연 5,200 

 

기타수입(유관단

체 후원금) 
3,000 

 
영화제 3,000 

 

기타수입(크라우

드 펀딩) 
7,000 

 

퍼포먼스, 홍보물 

등 기타 
6,800 

 

합계 20,000 합계 20,000 
 

 

4. 홍보사업 

1) 대중강연  

가. 목적: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교양 향상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강연 진행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 활동가 단체들의 강연 계획에 맞춰 진행함. 

라. 소요 예산 : 금 2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200 홍보사업 홍보비 200 50*4회 

합계 200 합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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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소식지 발행  

가. 목적: 기본소득 지지 상승 및 회원 확대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국내외 기본소득운동 소식 공유 및 홍보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월 1회 실시 

라. 소요 예산 : 금 24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2,400 홍보사업 제작발송비 2,400 
 

합계 2,400 합계 2,400 
 

 

3) 기본소득 브로슈어 홍보 

가. 목적: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6차 BIEN대회 홍보 

나. 사업 내용: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6차 BIEN대회를 알리는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2016년 1월 제작, 연중 배포 

라. 소요 예산 : 금 30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3,000 홍보사업 편집비 500 
 

   
인쇄제작비 2,500 

 
합계 3,000 합계 3,000 

 
 

4) 기본소득 모의국민투표  

가. 목적: 기본소득의 대중적 인지도 향상 및 지지 조직 

나. 사업 내용: 스위스 국민투표 시기에 맞춰 국내에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연중 1회 실시 

라. 소요 예산 : 금 10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1,000 홍보사업 행사물품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5) SNS 홍보  

가. 목적: 기본소득운동 소식 공유 및 단체 홍보 

나. 사업 내용: 우리 단체의 활동 소식, 국내외 기본소득운동 소식을 주기적으로 SNS에서 공유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수시 

라. 소요 예산 : 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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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사업 

1) 제4차 정기총회  

가. 목적: 연간 사업 평가 및 계획의 민주적 결정 

나. 사업 내용: 2015년 사업수지결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사안을 회원들의 의사로 결정 

다. 시행 시기 및 방법 : 2016년 1월 24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라. 소요 예산 : 금 30만 원 

수입항목 금액(천원)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회비 300 조직사업 홍보비 50 
 

   
행사물품비 250 

 
합계 300 합계 300 

 

 

 

 
[참고 1] 학술위원회 활동계획 

 

1. 학술논문발표  
학술위원회 프로젝트(생태 성 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실현방안 연구)가 8월 종료됨에 따라 연구논

문발표에 집중함. 

 

2. 학술대회개최 (총3회) 
1) 2016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학술대회 (2016. 1. 24. 서울시립대)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발표. 

2)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현재 3월 11일 금요일 / 서울시립대 예정) 

현재 섭외중으로 확정자는 강남훈(한신대), 곽노완(서울시립대),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정병순(서울

연구원), 우석훈 등 5명, 종합토론은 물뚝심송 박성호(딴지일보기자) 사회로 2시간 진행하고 구교현 김주

온 포함 참석예정. 

3)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2016년 7월 7~9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해외 학자 및 활동가 포함 국내발표자까지 100명 내외 발표 예정. 

 

3. 연구세미나 (총8회) 

1) 연구논문발표를 위하여 연구자별 연구성과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2) 국내외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진행함. 
 



 

20 

 

[참고 2]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사업계획(안) 

 

1.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7월 7~9일) 

 

2. 기본소득 읽기모임 확대 

읽기모임 3년차가 되며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예정  

이웃 단체, 정당 회원들 대상 읽기모임 추진 중  

 

3. 기본소득 대중강연회(10회) 

 

4. 회원가입운동 

 

 

[참고 3]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사업계획(안) 

 

1.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제안 

- 노동당, 녹색당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에 제안 

: 2월 중순 모임을 제안하고, 참가단위/개인 모집(~3월) 

: 기본소득 인천선언 

: 기본소득 캠페인 진행, 공동행동 참가자 모집 

 

2. 기본소득 대중강좌 

- 기본소득 대중강좌 5, 6월 진행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를 앞두고 지역에서 두 차례 대중 강좌 진행 

: 노동당, 녹색당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진행 

 

3. 기본소득 세미나  

- 세미나 형식을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눠서 월 1회 진행 (1월부터 진행) 

- 세미나와 함께 공개토론, 집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4. 기본소득 캠페인 

- 길거리 캠페인: 주요거점에서 월 2회 진행 유인물 배포, 공동행동 참가자 모집(5~6월) 

- 찾아가는 기본소득: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단체 방문 강좌 사업 진행(3~12월) 

- 기본소득 공동행동 주간 사업 진행(6월 말 ~ 7월 초) 



[안건 3]

1. 세 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37,800,000       3,150,000원/월*12월

 ②명예회비 -                      

 ③특별회비 -                      

 ④기타수입 61,000,000       
기본소득학교 수강료, 제16차 비엔대회 참가비, 크라우드 펀딩, 기본
재산 사용금, 지역네트워크 분담금, 유관단체 후원금

 ⑤전년도 이월금 9,532,532         

계 108,332,532      

2. 세 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인건비 17,520,000       사무국 급여+4대보험+소득세, 1,460,000원/월*12월

 ②일반관리비 5,942,532         495,211원/월*12월

 ③연구교육사업비 2,340,000         기본소득학교(연 2회), 월례 학술심포지엄, 국내 학술발표회

 ④국제교류사업비 47,100,000       제16차 비엔대회, 국제기본소득정책토론회

 ⑤국내교류사업비 20,300,000       제20대 총선 정책제안, 한국기본소득주간

 ⑥홍보사업비 6,600,000         
기본소득 브로슈어 홍보, 웹소식지 발행, 기본소득 모의국민투표, 대
중강연 등 사업

 ⑦조직사업비 300,000            제4차 정기총회

 ⑧지역목적사업비 8,230,000         대전네트워크 6,190,000원, 인천네트워크 2,040,000원

 ⑨기본재산조성비 -                      

계 108,332,532      

별첨 1쪽

2016년 사업수지예산서



연구교육사업

세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1,340,000   

 ②기타수입 1,000,000   수강료 20,000원/인*25인*(상반기+하반기)

계 2,340,000   

세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1,000,000   대관료 120,000원/회*4회, 외부강사료 200,000원/인*2인, 홍보물, 교재

 ②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1,000,000   대관료 120,000원/회*4회, 외부강사료 200,000원/인*2인, 홍보물, 교재
 ③월례 학술심포지엄 240,000     회의비 20,000원/월*12월
 ④국내 학술발표회 100,000     홍보물

계 2,340,000   

국제교류사업

세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2,100,000   

17,000,000 16차 BIEN대회-참가비 
8,000,000   16차 BIEN대회-후원금(크라우드 펀딩)

20,000,000 16차 BIEN대회-기본재산 사용금

계 47,100,000 

세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제16차 BIEN 대회 47,000,000 총예산 90,000,000원에서 학술지원금 43,000,000원 제외

 ②국제기본소득정책토론회 100,000     총예산 중 홍보물 제작 분담

계 47,100,000 

국내교류사업

세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5,300,000   

5,000,000   기본소득주간-지역네트워크 분담금
3,000,000   기본소득주간-유관단체 후원금
7,000,000   기본소득주간-크라우드 펀딩

계 20,300,000 

세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제20대 총선 정책제안 300,000     홍보물 제작 배포, 질의서/응답서 취합분석

 ②한국기본소득주간(7월 4~10일 20,000,000 

계 20,300,000 

별첨 2쪽

[참고] 주요사업별 수지예산

 ②기타수입

 ②기타수입



홍보사업

세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6,600,000   

 ②기타수입 -               

계 6,600,000   

세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대중강연 200,000     홍보물 50,000원/회*4회

 ②웹소식지 발행 2,400,000   200,000원*12회
 ③기본소득 브로슈어 홍보 3,000,000   1000부 편집제작비
 ④기본소득 모의국민투표 1,000,000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운영비
 ⑤SNS 홍보 -               

계 6,600,000   

조직사업

세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300,000     

 ②기타수입 -               

계 300,000     

세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제4차 정기총회 300,000     홍보물, 경과동영상, 안건지 등 제작, 다과

계 300,000     

별첨 3쪽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관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이월금 전년이월금 4,324,808

교부금 교부금 연간교부금 6,190,000

기타수입 0

10,514,808

사무운영비 사무활동비 1,200,000

통신비 360,000

교통비 200,000

경조사비 300,000

지급수수료 5,000

결산소득세 500

결산지방세 50

강연회 2,000,000

16차 비엔대회 및 기
본소득주간 개최

4,000,000

연대사업비 각종연대사업 1,000,000

9,065,550

총계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구 분 금 액(원) 비고

2,356,059

2,040,000 170,000 X 12

4,396,059

300,000 2회

400,000 2회

100,000

400,000

500,000

80,000 10개

300,000 20,000 X 15

100,000

전국사업 1,000,000

3,180,000

1,216,059

별첨 4쪽

1,449,258

수 입

[참고 2] 지역네트워크 사업수지예산

수입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일반사업비

합계

내 역

이월금

교부금

합계

잔 액

현수막 등

팜플렛 제작

기념품 제작

현수막지 출

기본소득
대중강좌

기본소득
홍보

세미나 및
토론회

합계

세미나비용

토론회 및 집담회

제16차 비엔대회 및 기본소득주간
개최

대관료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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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기본재산 사용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재산 현황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3년 12월 제1차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법인 설립기금을 기

본재산으로 조성함. 강남훈, 곽노완, 금민, 안효상, 조성희 등 5인의 출연으로 총 4200만 원의 법인 설

립기금을 마련함.  

 

2. 기본재산 사용 제안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성사를 위해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대회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안건 5]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 행동 
 

우리는 2016년 7월 서울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

트워크 대회’와 ‘한국기본소득주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특히 더욱 주목받

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

적 준비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풍부하

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회 주제도 뜨거운 관심과 토론을 이끌 만하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

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는 인간의 존엄과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에서 기본소

득이 하게 될 역할을 더욱 심도 깊게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대회가 열리는 한 

주를 ‘한국기본소득주간’으로 삼으면서 기본소득(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

다.  

이 모든 계획과 기대가 성공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물심 양면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7월 4~10일 한국기본소득주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알리고 참여를 권유한다. 

하나,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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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1. BIEN의 결의와 정관 수정을 위한 제안 

 

제안자 

BIEN 평생회원: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

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BIEN 가입 네트워크: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BIEN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의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각각의 정치공동체에서 빈곤과 사회적 곤경을 없애는 것 

-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것 

- 개개인의 발전 기회 및 공동체의 사회 문화 상황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BIEN이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이 (생계/물질적 생존을 보

장하지 못하거나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

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과, 사회보장 축

소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에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2. 정관 개정안 

 

BIEN 정관 제1항을 삭제 구문 없이 아래의 (강조 표시된) 문장을 추가하는 식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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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BIEN's aim is to serve as a link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committed to, or 
interested in, basic income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to foster informed 
public discussion on this topic throughout the world. Basic income i.e. an income, which is 
high enough to secure material existence and enabl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BIEN's commitment for an basic income with the above-named four criteria does not exclude 
debates and projects concerning a partial basic income (not securing material existence or not 
enabling social participation), as long as it remains clear, that the final goal is the basic 
income with these four criteria and that the partial basic income is not coupled with social 
cutbacks. 

 

[한국어 번역] 

1. 목적: BIEN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한 

공적 토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연결하는 기능

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높은 소득

이며 모든 이에게 개인에 기초해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가진 기본소득에 대한 BIEN의 결의는 (물질적 생존의 보장이나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기에는 불충분한) 부분 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 기준

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과, 사회보장 축소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

히 하는 한에서, BIEN은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