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38,422,140   ①인건비
급여, 4대보험, (지
방)소득세 17,627,990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4,050,563    

 ③특별회비 -                 ③연구교육사업비
상반기/하반기 기본
소득학교, 학술심포
지엄  등 사업

610,890       

 ④기타수입

16차 BIEN대회 참
가비/후원금, 기본
재산 사용금, 잡수
입 등

43,510,860   ④국제교류사업비
16차 BIEN대회, 다
니엘 라벤토스 강연
회 등 사업

40,056,155  

 ⑤전년이월금 9,532,532     ⑤국내교류사업비

총선의제화 기자회
견, 총선 정책질의
사업, 지지단체 후
원

1,423,200    

 ⑥홍보사업비 웹소식지 제작발송 2,960,700    

 ⑦조직사업비
정기총회(제4차, 제
5차), 정기이사회 750,010       

 ⑧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천
네트워크 7,664,000    

 ⑨기본재산조성비 기본소득대회기금 4,562,080    

 ⑩이월금 11,759,944  

계 91,465,532  91,465,532  

안건 1. 2016년 사업수지 결산 승인

2016년 사업수지결산서(일반계정)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관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이월금 전년 이월금 9,532,532               

회비 정기회비 CMS 회비 38,277,140             

계좌이체 회비 145,000                  

명예회비 -                               

특별회비 -                               

38,422,140             

기타수입 예금이자 47,238                     

기본소득학교 수강료 230,000                  

후원금 8,143,720               

참가비 22,106,902             

기본재산 사용금 10,000,000             

기본소득주간 수입금 2,883,000               

자료집 판매금 100,000                  

43,510,860             

합계 91,465,532             

[참고 1] 2016년 일반계정 수입 세부내역

기타수입

16차 BIEN대회

기타수입 소계

회비 소계



관 항 목 금액(원)

사무국 급여 15,684,600         

4대 보험료 1,920,790           

사무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22,600                

소계 17,627,990             

CMS 수수료 831,655              

CMS 사용료(효성, 엔컴) 792,000              

통신비 697,758              

사무품 구입비 1,509,340           

웹사이트 관리비 114,220              

인터넷뱅킹 이용 비용 9,400                   

세금 68,690                

지급수수료 27,500                

소계 4,050,563               

학술심포지엄 사업비 15,810                

기본소득학교 사업비 595,080              

소계 610,890                  

16차 BIEN대회 조직위 회의비 378,700              

16차 BIEN대회 사업비 38,853,955         

다니엘 라벤토스 강연회 사업비 823,500              

소계 40,056,155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기자회견 사업비 173,200              

20대 총선 기본소득정책질의 사업비 150,000              

기본소득 지지단체 행사후원금 1,100,000           

소계 1,423,200               

웹소식지 제작발송비 2,400,000           

기본소득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560,700              

소계 2,960,700               

정기총회 사업비 584,710              

정기이사회 회의비 165,300              

소계 750,010                  

대전네트워크 교부금 5,532,000           

인천네트워크 교부금 2,132,000           

소계 7,664,000               

기본재산조성비 기본소득대회기금 4,562,080           

4,562,080           

합계 79,705,588         

[참고 2] 2016년 일반계정 지출 세부내역

지역목적사업비

기타

관리운영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연구교육사업비

홍보사업비

조직사업비

국제교류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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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법인설립기금 32,000,000

명예회비기금 5,300,000

기본소득대회기금 4,562,080

소계 41,862,080

기타수입 2016년 예금이자 8,926

이자 결산세금 -1,360

소계 7,566

합계 41,869,646

[참고 3] 2016년 기금적립금계정 내역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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