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 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회비 90,000,000             7,500,000원/월*12월

 ②명예회비 -                           

 ③특별회비 -                           

 ④기타수입 45,000                   예금이자

 ⑤전년도 이월금 16,908,170             

계 106,953,170           

2. 지 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인건비 45,988,000             사무국 급여+4대보험+(지방)소득세+퇴직연금

 ②일반관리비 7,000,000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10,460,000             
계간 <기본소득>, 월례 쟁점토론, 월간 미디어 교육, 분기별 공개토
론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6,300,000              
20차 BIEN대회/총회, 국제기본소득행진, 21대 총선 의제화,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BIEN 뉴스 교류 등

 ⑤홍보사업비 2,400,000              웹소식지 발행

 ⑥조직사업비 1,800,000              
제8차 정기총회, 회원 행사참가지원, 법인화 사업, 조직정비사업, 제
9차 정기총회(대관)

 ⑦지역목적사업비 17,152,800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
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등 7개 지역네트워크 교부금

 ⑧기본재산조성비 -                           

 ⑨예비비 15,852,370             

계 106,953,170           

2020년 사업수지예산(안)



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45,988,000

사무국 급여             33,854,720  2,042,080원/월 * 12월 * 1인, 1,168,720원/월 * 8월 * 1인

4대보험료               8,464,000  660,000원/월 * 12월 * 1인, 68,000원/월 * 8월 * 1인

소득세&지방소득세                 469,280  36,920원/월 * 12월 * 1인, 3,280원/월 * 8월 * 1인

퇴직연금 부담금               3,200,000  200,000원/월 * 12월 * 1인, 100,000원/월 * 8월 * 1인

 ②일반관리비               7,000,000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10,460,000

계간 <기본소득> 발행               9,100,000
 편집/디자인/원고료 2,000,000원/호 * 4호, 인쇄발송비 2,000,000원, 지역네트
워크 제작비 분담금 -900,000원

월례 쟁점토론                 360,000  30,000원 * 12개월

월간 미디어 교육                           -  %미디어 데모스와 협업

분기별 공개토론               1,000,000  대관/발표/다과비 500,000원/회 * 2회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6,300,000

20차 BIEN 대회/총회 참가               1,000,000  파견 1인, 항공료 지원금

국제기본소득행진               2,000,000  공동주최 분담금

제21대 총선 정책의제화                 500,000  정책질의용역비 200,000원/인 * 1인, 협약식 등 300,000원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2,500,000  2019년 기준

BIEN 뉴스 교류                 300,000  한영 번역비 300,000원/회 * 1회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
관

                          -

지자체 기본소득 사업 협력                           -

 ⑥홍보사업비               2,400,000

웹소식지 발행               2,400,000  제작발송비 200,000원/월 *12월

 ⑦조직사업비               1,800,000

제8차 정기총회                 600,000  홍보물 디자인/사진촬영/다과/선거 비용

제9차 정기총회                 200,000  대관료

회원 행사참가지원               1,000,000  비수도권 회원의 행사참가 교통비 지원

법인화 사업                           -

조직정비사업                           -  정회원/후원회원 정비, 지역네트워크 운영규칙 제정

 ⑧지역목적사업비             17,152,8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846,800 2019년 기준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1,932,000 2019년 기준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4,620,000 2019년 교부액 - 임원 2인 회비 교부금 조정액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050,000 2019년 기준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260,000 2019년 기준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722,000 2019년 기준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722,000 164,000원/월 * 12월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예비비             15,852,370

계           106,953,170

[참고] 2020년 지출예산 세부내역(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