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71,058,070       ①인건비
2인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연
금 부담금

26,221,847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5,247,305        

 ③특별회비
전북 상근활동 지원,
BIKN 후원 등

2,181,370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세미나 회의비, 계간 <기본소
득> 사업비

2,957,600        

 ④기타수입
후원금, 일자리안정자
금 지원금, 예금이자 등

4,002,525         ④국내교류사업비
한국기본소득포럼, 대한민국 기본
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유관단체
후원 등 사업비

3,330,864        

 ⑤전년이월금 10,835,331       ⑤국제교류사업비
국제기본소득행진, 제19차 BIEN
대회/총회, 기본소득 워크숍,
BIEN 교류 등 사업비

2,193,710        

 ⑥홍보사업비
웹소식지 제작발송, 기본소득 가이
드북, 기본소득 손수건 등 사업비

6,773,760        

 ⑦조직사업비
정기총회, 10주년 기념식, 운영위/
정기이사회 회의, 회원 행사 교통
비 지원 등 사업비

5,040,840        

 ⑧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
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
워크, 부산네트워크

19,403,200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16,908,170      

계 88,077,296      88,077,296      

2019년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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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액(원) 내역

 ①인건비 26,221,847         

급여 22,769,170          사무국 1인 12개월, 1인 1.428개월

4대보험료 부담금 1,566,070            1인 12개월, 1인 1개월

퇴직연금 부담금 1,886,607           

인적용역비 -                       사업계획 미이행

 ②일반관리비 5,247,305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물품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2,957,600           

기본소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계획 미이행

월례 세미나 137,190             

기획강연 -                       사업계획 미이행

(추가) 계간 <기본소득> 발행 2,820,410            1~2호 제작비, 3호 제작비 일부, 2호 인쇄제본 및 발송 비용

 ④국제교류사업비 2,193,710           

19차 BIEN 대회/총회 700,000              사무국장 항공권 지원비

세계기본소득주간 한국행사 -                       사업계획 미이행

BIEN과 뉴스 교류 200,000              BIEN 뉴스 원고번역비(이재명 지사 인터뷰)

기본소득 워크숍 891,100              이토 마코토 초청세미나, 다다시 오카누치 청년기본소득 워크숍

(추가) 국제기본소득행진 402,610             

 ⑤국내교류사업비 3,330,864           

기본소득 캠페인(입법운동) -                       사업계획 미이행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공동주관 480,000              해외발표자 지역화폐 체험비용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2,340,464            공동주최 분담금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                       사업계획 미이행

(추가)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
관

10,400                실무위원회 회의참가비(2인, 1회)

(추가) 2019년 맑스코뮤날레 공동주관 200,000              주관단체 회비

(추가) 유관단체 후원 300,000              문화연대, 6주기 권문석 공모전 후원

 ⑥홍보사업비 6,7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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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굿즈 제작 -                       사업계획 미이행

2019년 활동 브로슈어 제작 -                       사업계획 미이행

기본소득 거리캠페인 -                       사업계획 미이행

(추가) 기본소득 가이드북 제작 4,243,760           

(추가) 기본소득 손수건 제작 130,000             

 ⑦조직사업비 5,040,840           

제7차 정기총회 949,550              홍보물 디자인비, 물품 제작/구입비

10주년 기념행사 및 회원의 날 2,992,780            대관료, 홍보물/프로그램 제작비, 식사비, 감사패 시상비

회원 행사참가 지원비 748,500              비수도권 회원의 행사참가 교통비 지원

지역네트워크 사업 -                       사업계획 미이행

단체회원과의 공동사업 -                       사업계획 미이행

법인화 사업 -                      

(추가)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150,010              회의비

(추가) 제8차 정기총회 200,000              대관료

 ⑧지역목적사업비 19,403,2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5,023,200           1~12월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2,196,000           1~12월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6,664,000           1~12월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244,000           1~6월, 8~12월 교부금(7월 교부금 누락)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532,000           1~12월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2,144,000           1~12월

(추가)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600,000             9~12월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익년 이월금 16,908,170         

계        88,077,296

[참고] 2019년 지출결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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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구분 계

4,940,878

5,023,200

397,000

4,817

41,900

10,407,795

200,080

1,800,000

7,820

공부모임 41,010

회원모임 321,530

기자회견 및 캠페인 317,000

교통비 232,600

회원만남 26,600

456,000

1,178,260

690,800

500,5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4,635,595

10,407,795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구분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1,687,277

교부금 연간 교부금 2,196,000

기타 기타 2,036 결산이자

3,885,313

사무실관리비 120,000

사무용품 구입 100,000

연대단체 분담금 및
후원

350,000 분담금 3, 후원 4

기본소득계간지 60,000 2회

현수막 제작 240,000 20개

유인물 제작 79,720

도서구매 65,500

캠페인 450,000 3회

회원모임지원 98,000 2회

기자회견 등 대외활
동

73,000

기타 2,000 은행수수료

합계 1,638,22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247,093

3,885,313

운영비

조직사업비

연대사업비

분기별 강연사업

수입

합계

관리운영비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계

운영비

[참고] 지역네트워크 수지결산

과목

이월금

교부금

후원금

지출

합계

사무실 임대료

회원참여 사업비

홍보비

사업비

잡비

사업비

합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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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구분 관 항 목 금액(원)

이월금 전년 이월금 4,329,535

정기회비 6,664,000

특별회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394,976

11,388,511

인건비 1,100,000

수수료 9,500

일반관리비 4,400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78,500

기본소득 학교 112,520

김찬휘 강연회 480,000

공모전 1,620,500

교통비 156,800

강연회 홍보비 300,000

기본소득 소책자 90,000

총회 139,860

운영위원회 214,000

워크샵 577,000

소식지 147,780

이월금 익년 이월금 6,357,651

11,388,511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항 목 금액(원) 비고

이월금 전년이월금 1,710,001

교부금 연간교부금 1,244,000 *7월교부금 누락

기타 예금이자 1,306

2,955,307

사무품 구입비 60,000 명함제작

결산소득세 170

통신비 30,000 문자발송비용

운영위원회의비 99,100 교통비 지급

조직사업 380,300 회원총회, 강연회

계간<기본소득> 제
작비 분담금

60,0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325,737

2,955,307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구분 명목 금액 비고

전년 이월금 977,227

교부금 1,532,000

교통비 지원 163,200

이자 1,213

합계 2,673,640

교통비 291,300

강사료 등 357,880

회의비 72,000

계간 기본소득 등
분담금

410,000

익년 이월금 1,542,460

합계 2,673,640

수입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연구교육사업비

국내교류사업비

홍보사업비

조직사업비

수입

회비

합계

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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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항목 금액 비고

전년 이월금 1,591,131

교부금 2,144,000

교통비 지원금 331,300
한국네트워크 행사 참가

편도교통비

이자 183

합계 4,066,614

교통비 지급금 658,500
한국네트워크 행사 참가

자

행사물품비 110,000

우편료 24,000

제작비(손수건) 200,000

계간지 분담금 30,000

기본소득 소책자 40,000

다과비 6,000

수수료 2,900

익년 이월금 2,995,214

합계 4,066,614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전년 이월금 0

교부금 교부금 482,000

기타 이자 26

482,026

운영비 0

강연회사업 30,500 강연회분담금

홍보비 8,0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443,526

482,026

수입

사업비

합계

합계

수입

지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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