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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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17,760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연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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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6,800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
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등 7개 지역네트워크 교부금

 ⑧기본재산조성비 -                           

 ⑨예비비 16,868,610             

계 106,953,170           

※ [비교] 2019년 사업수지 결산

과 목 금 액 내역

 ①회비 71,058,070          

 ②명예회비 -                        

 ③특별회비 2,181,370            전북 상근활동 지원, BIKN 후원 등

 ④기타수입 4,002,525            후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예금이자 등

 ⑤전년이월금 10,835,331          

2020년 사업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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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8,077,296          

과 목 금액 내역

 ①인건비 26,221,847          2인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연금 부담금

 ②일반관리비 5,247,305            

 ③연구교육사업비 2,957,600            월례세미나 회의비, 계간 <기본소득> 사업비

 ④국내교류사업비 3,330,864            
한국기본소득포럼,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유관단체 후원
등 사업비

 ⑤국제교류사업비 2,193,710            
국제기본소득행진, 제19차 BIEN 대회/총회, 기본소득 워크숍, BIEN
교류 등 사업비

 ⑥홍보사업비 6,773,760            웹소식지 제작발송, 기본소득 가이드북, 기본소득 손수건 등 사업비

 ⑦조직사업비 5,040,840            
정기총회, 10주년 기념식, 운영위/정기이사회 회의, 회원 행사 교통비
지원 등 사업비

 ⑧지역목적사업비 19,403,200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
크, 부산네트워크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16,908,170          

88,077,296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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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44,917,760

급여             38,400,000  2,400,000원/월 * 12월 * 1인, 1,200,000원/월 * 8월 * 1인

4대보험료 부담금               3,317,760  급여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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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6,8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720,800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2,196,000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4,380,000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050,000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260,000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800,000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800,000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예비비 16,868,610         

계           106,953,170

[참고] 2020년 지출예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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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구분 계 비고

4,635,595

4,720,800 393,400*12개월

9,356,395

1,000,000
행사진행 도우미 임시

고용 등

400,000 가입 단체 분담금

1,800,000 150,000*12월

200,000

공부모임 600,000

회원의 날 480,000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
인

400,000 물품 구입비 및 식비

교통비 300,000
타 지역 행사 참여 지

원

회원만남 200,000

800,000

1,400,000
강사비/대관비/홍보비

등

600,000 회원 물품 등

600,000
현수막 게시 및 일상

홍보

100,000

476,395

9,356,395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구분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2,247,093

교부금 연간 교부금 2,196,000

4,443,093

사무실관리비 240,000

사무용품 구입 100,000

기본소득 연구모임 600,000
모임, 자료분석,

기자회견, 토론회

기본소득 온라인학교 100,000 오프라인모임

기본소득 기획강좌 400,000 4회

찾아가는 기본소득 120,000 홍보비

회원모임 120,000 6회

도서구입 100,000

캠페인 450,000 3회

분담금 및 후원 300,000

기본소득 계간지 120,000 4회

1,793,093

4,443,093

예비비

합계

[참고] 지역네트워크 수지예산

운영비

운영비

잡비

사업비

지출

수입

합계

합계

사업비

대중 강연회 및 설명회

과목

전년 이월금

교부금

후원금

이자수입

기타

회원참여 사업비

홍보비

분담금

사무실 임대료

비품구입비

조직사업비

연대 사업 및 총선 활동

관리운영비

예비비

수입

합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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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구분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 이월금 6,357,651

정기회비 CMS회비 4,380,000

특별회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10,737,651

인건비 사무담당 활동비 1,200,000

수수료 24,000

일반관리비 0

연구교육사업비 1,500,000

국내교류사업비 100,000

홍보사업비 600,000

운영위원회 300,000

정기총회 200,000

읽기모임 ‘쉼표’ 300,000

워크숍 200,000

예비비 6,313,651

10,737,651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항 목 금액(원) 비고

이월금 전년이월금 2,325,737

교부금 연간교부금 1,050,000 87,500 * 12개월

기타 0

3,375,737

사무품구입비 40,000

통신비 30,000 문자발송비용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30,000 * 4회

운영위원회의비 240,000 60,000 * 4회

홍보사업비 200,000 현수막게시등

교통비 400,000
한국네트워크 행사 참

가 지원

조직사업비 400,000 회원공부모임 지원

1,945,737

3,375,737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구분 명목 금액 비고

전년 이월금 1,542,460

교부금 1,260,000

합계 2,802,460

교통비 300,000

강사료 300,000

영화 대관료 200,000

회의비 300,000

학습모임 지원비 200,000

회원모임 행사비 200,000

각종 분담금 400,000

예비비 902,460

합계 2,802,460

예비비

예비비

합계

수입

지출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조직사업비

합계

지출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

수입

합계

수입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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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항목 금액 비고

전년 이월금 2,995,214

교부금 1,800,000

합계 4,795,214

회원조직사업 1,350,000

영역별 세미나 1,650,000

기본소득학교 750,000

기본소득 도서전 200,000

캠페인 활동 400,000

계간지 분담금 120,000

교통비 300,000

예비비 25,214

합계 4,795,214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전년 이월금 443,526

교부금 교부금 1,800,000

기타 이자

2,243,526

비품 및 소모품

회의비 30,000 총회 등

기타

기본소득실험 1,500,000

선전홍보비 500,000 온라인 광고 등

기본소득정치행동 60,000 연대단체분담금

기후위기공동행동 50,000 연대단체분담금

예비비 예비비 103,526

2,243,526

운영비

사업비

합계

수입

지출

지출

수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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