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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2020년 사업평가 

I. 상황

2020년은 탄생한 지 십 년이 지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새로운 십 년을 시작하는 해였다. 지난 

십 년 동안 우리 노력을 한 축으로 하는 기본소득 운동의 진전이 있었고, 이는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2020년은 총선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 지형의 형성을 예상할 수 

있는 해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대선을 좀 더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해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21년 여름까지 1년 반에 걸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생태

적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우리가 총회를 치르는 시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사회 전반이 받은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활동 

방식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할 수 있는 활동조차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

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계기보다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세적인 수준에서 이중의 과제를 지게 되었다. 하나는 사회 전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과 형태를 모색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기

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와 공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

II. 전반적 평가

2020년의 주요 사업 가운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프로그

램을 만드는 사업은 쟁점토론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쟁점토론

회 기획팀 구성원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성과물을 공개하고 검토하는 자리로 기획된 연속기획토론회(이른바 공개토론회)는 지난 7

월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었고, 2021년 1월 말에 두 번째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프로젝트 진행 속도(성과물의 완성과 정리)가 생각보다 늦어졌고, 무엇보



- 2 -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한 정치적, 학문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를 이런 측면을 보완하려는 노력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교육과 홍보는 2020년 주요 사업 가운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활동 위축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원래 계획에 있던 사무국원을 뽑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2021년 초에 해결되었다.

현재의 미디어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와 형식을 우리가 제대로 생산하고 유통하지 못한 것은 꽤 오

래된 숙제이며, 2020년을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었다.

III.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월례 쟁점토론회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 월례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성과 있게 진행된 사업이다. 이는 쟁점토론회를 포함하는 우리의 프로젝트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서 기인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기획팀,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가 애쓴 결과이다.

연속기획 토론회

2020년 7월에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정세 속에서 부상하고 날카로워진 '기본소득 

논쟁'을 다루었다. 시기와 주제 설정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활동의 정치적, 학문적,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과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계간 <기본소득>

2020년 한 해 동안, 계간 <기본소득> 제3호~제6호(실제 발행일 기준)를 펴냈다. 네트워크 내에서 

독립기관에 의해 수행된 사실상 최초의 사업인 계간 <기본소득>의 발간이 '정기' 간행물로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더욱 확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계간 <기본소득>의 발전 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여

기서 지적할 것은 계간지에 실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다.

프레시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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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0년 7월부터 온라인매체 <프레시안>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를 시작했

고, 한 해 동안 총 9편의 기고를 했다.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통해 담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1년에도 매체를 다양하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캠페인과 논평

상황 변화 속에서 현안에 시급히 개입하거나 현안 자체를 제기할 필요가 생겼으며, 전반적으로 보

아 능동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했으나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네트워크는 지역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른 활동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충북네트워크는 재난

기본소득 논쟁과 총선 등에 적극적인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조직 활동

교육과 홍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지역 조직을 갖춘 회원 조직으

로서의 네트워크의 조직 활동의 적절한 상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물론 지역네트워크는 주요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각의 네트워크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상황 속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

제20차 BIEN 대회 및 총회,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등 2020년 사업으로 예정된 계획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연기, 취소되었다.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92,896,760       ①인건비
1인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
연금 부담금

33,234,858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7,098,133        

 ③특별회비 926,040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 쟁점토론회, 계간 <기본소
득>, 연속기획 토론회, 라이브토
론회, 정선군 연구용역 추진, 운영
위원회 워크숍

12,244,567      

 ④기타수입
후원금, 일자리안정자
금 지원금, 예금이자
등

1,132,413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프레시안 릴레이
기고, 단체 및 행사 후원

1,663,300        

 ⑤전년이월금 16,908,170       ⑤홍보사업비 웹소식지 2,400,000        

 ⑥조직사업비
정기총회, 운영위/정기이사회 회
의, 회원 행사참가 지원, 회원기념
품, 송년영상 제작

5,735,455        

 ⑦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
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
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
트워크

17,702,300      

 ⑧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31,784,770      

계 111,863,383    111,863,383    

2020년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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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액(원) 내역

 ①인건비 33,234,858        

사무국 급여 28,749,790         사무국 1인 12개월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2,073,750           사무국 1인 12개월

퇴직연금 부담금 2,411,318           사무국 1인 12개월

 ②일반관리비             7,098,133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웹사이트 관리비, 사무품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12,244,567        

월례 쟁점토론회 사업비 2,936,467           2~12월 총 11차 진행(회의비, 녹취록 생성비, 2~10차 중계비 등)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제2호~제6호) 7,620,000           제2호 제작비 분담금, 제3호~제6호 제작비, 제작비 분담금

연속기획 토론회 사업비 1,372,800           제1회 연속기획 토론회 진행(대관료, 토론비/교통비, 홍보디자인비, 다과비 등)

월간 미디어 교육 -                       사업계획 미이행

(추가) 라이브토론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사업비 90,000               녹취록 생성비

(추가) 정선군 연구용역 사업추진비 46,000               교통비

(추가) 운영위원회 워크숍 179,300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1,663,300          

20차 BIEN 대회/총회 참가 -                       사업계획 미이행

국제기본소득행진 -                       사업계획 미이행

제21대 총선 정책의제화 -                       사업계획 미이행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                       사업계획 미이행

(추가)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공동행동 -                       기본소득 포토액션, 온라인행진 UBI-Talk on our Walk 참가

BIEN 뉴스 교류 -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                      

지자체 기본소득 사업 협력 -                      

(추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교류사업비 320,000              가입비, 회비

(추가)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사업비 43,300              

(추가) '일곱번째 권문석 추모제 '권문석상' 시상금 후원 100,000             

(추가) 이영재 담임목사 취임 축하비(꽃바구니) 100,000             

(추가) 김종철 선생 본인상 조의(근조화환, 조의금) 200,000             

(추가) 알바노조 후원금(항의방문 벌금) 100,000             

(추가) 문화연대 후원 100,000             

(추가)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원고료 700,000              총 7회 원고료

 ⑤홍보사업비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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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조직사업비 5,735,455          

총회사업비(제8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1,109,400          

법인화 사업비 212,010              법인 창립총회 등

행사참가 지원금 276,100              8차 정기총회 편도교통비

조직정비사업  사업계획 미이행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회의비 59,095              

(추가) 회원기념품 사업비 3,528,850           계간 <기본소득> 제6호 인쇄본 + 면마스크 세트 발송

(추가) 송년영상제작비 550,000              2020년 송년인사 영상

 ⑦지역목적사업비 17,702,3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692,800          1~12월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1,879,500          1~12월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5,488,000          1~12월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151,500          1~12월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120,000          1~12월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648,500          1~12월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722,000          1~12월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익년 이월금 31,784,770        

계    111,863,383

[참고] 2020년 지출결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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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및 결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4,635,595 

교부금 연간교부금 4,692,800  

기타 이자수입 3,975 

합계 9,332,370

지출

관리운영비
분담금 200,000

사무실 임대료 1,800,000

사업비

조직사업비        509,700 

연대 사업 및 총선 활동 1,006,620 

대중 강연회 및 설명회 1,318,000 

회원참여 사업비 및 홍보비 1,601,400 

기타 잡비 14,39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882,260  

합계 9,33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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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평가

인천네트워크의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상반기에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기 위해 계획했던 토론회, 캠페인, 총선의제 제안 등을 제대로 진행

하지 못했다. 하반기 들어 운영위원회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강좌를 불규칙적으로 진행하

는 정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비대면 강좌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점차 개선되었고 회원들

의 호응도 늘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군이 적기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시에 장애인기본소

득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못했던 측면에 기인한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

원과의 소통, 의제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II. 2020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2,247,093

교부금 연간교부금 1,879,500

기타 이자수입 1,619

합계 4,128,212

지출

회원강좌 5회 900,000

사무실 임대 비용(월 5만) 600,000

운영위원회 간식 및 식대 322,7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지역연대활동 370,000

온라인강좌 장비구입 130,000

홍보활동 210,000

사무실운영 사무용품구입 76,500

기타 은행수수료 5,0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1,394,012

합계 4,1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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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평가

1. 기조 

2020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기조는 총선 대비 회원 역량 강화,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는 시

민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였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회원 발굴 및 회원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전국적인 이슈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떠오

르며 관심을 보이는 시민 및 단체들이 있었으며, 이들과 기본소득 간담회나 소소한 미팅을 진행하며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북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에 우리 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2. 주요사업

1) 4.13 총선대응 

- 전북 지역에는 기본소득을 명확히 지지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없었기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기

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 발굴 및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모든 후보에게 보냈으

나 일부 3명의 후보에게만 답신이 왔으며 언론 보도자료 등을 만들기에는 현저히 적은 양이었기에 내

부 공유로만 확인했습니다. 

- 같은 시기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했으나 기본소득으로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고 이에 대응하여 성명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나 기사 등이 언론에 많이 소개

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예산감시세미나

- 지자체 행정 및 예산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을 모시고 7, 8월 2달 

간 예산감시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과 예산감시에 관심이 있는 비회원 등 총 7명이 참여하

였으며 소수인원이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전북 지역 기본소

득 재원 마련 등을 고민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미나 이후에도 종종 전북의 예산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향후 활동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월 1회 쉬어가는 모임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자체를 쉬어갈 수밖

에 없었습니다. 1회 진행하였으나 오프라인 참여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우리 단체 또한 온라인 모임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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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1) 송년 강연회 

 현재 시기에 맞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조한진희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

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참여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활동가들의 상황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참가자들의 공통되고 좋은 평들이 있었습니다.

2) 기본소득 간담회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지역 정당들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전북녹색당과 

전북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민 십여명과 함께 진행하며 기초적인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해보고 심화과정

까지 한 번에 살펴보는 토론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

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반적인 평가

- 코로나19로 회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 및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은 무사히 잘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감시세미나를 진행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였고 지역 재난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성명 발표 등도 시의적절하게 진행했습니다. 

- 2021년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회원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만큼 계속해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또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II. 2020년 사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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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6,357,651 

교부금 연간교부금 5,488,000 

기타 이자수입, 행사 참석 지원금 15,446 

합계 11,861,097

지출

관리운영비

인건비 1~6월, 7~12월 각 1인 1,200,000 

수수료 이체수수료 9,400 

일반관리비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4,400 

소계 1,213,800

사업비

연구교육사
업비

계간기본소득  분담금 360,000 

예산감시 세미나 강사비 2,000,000 

세미나 책 인쇄비 104,000 

연구교육 소계 2,464,000

교류사업비

지역워크숍 104,100 

농민기본소득간담회 722,450 

희망나눔재단 담론회 100,000 

국내교류사업 소계 926,550

조직사업비

총회 119,390 

송년 강연회 678,000 

운영위원회 18,100 

회원 책모임 10,300 

조직사업 소계 825,790

이월금 익년 이월금 6,430,957 

합계 11,86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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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2,326,205

교부금 연간교부금 1,151,500

기타 이자, 행사 참석 지원금 53,383

합계 3,531,088

지출

관리운영비
통신비(회원 책 발송비) 47,500

수수료(공인인증서 발급) 4,400

사업비

운영위원회 회의비(교통비) 194,300

행사참가 지원금(정기총회, 학술
대회 교통비)

145,400

조직사업비(회원 책 증정) 567,6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기타 결산소득세 7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451,818

합계 3,5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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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평가

1. 2020년도 사업

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2. 2020년도 평가

가. 지역 네트워크를 정비와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회 개최와 함께 회원 확대를 계획했

으나, 2020년 중반 집행위원장 변동 및 2020년 상반기부터 계속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네트워크 사업 진행하지 못함. 

II. 2020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1,542,460 

교부금 연간교부금 1,120,000  

기타 이자, 행사 참가 지원금 64,684

합계 2,727,144

지출

사업비

행사참가 지원금(정기총회, 학술
대회 교통비)

126,0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90,000 

익년 이월금 2,511,144  

합계 2,7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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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총괄평가로 대신함.

-운영위 회의 1회, 회원모임 1회가 보여주듯이 미진한 한 해를 보낸 듯함. 

-신규 회원은 3명으로 증가함.

-운영위원장 1인이 지역에서 기본소득 강의와 글 기고로 활동함.

-코로나 19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인적 구성과 역량에 한계를 느낌. 

-코로나 19로 화상회의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네트워크와 사무국과의 

 월별 회의는 정보공유와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음.

II. 2020년 사업 결산

항목 금액(원)

수입

전년이월금 2,995,214

연간교부금 1,648,500

이자, 행사 참가 지원금 157,802

합계 4,801,516

지출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회원사업(회원 책 등 증정) 270,000

교통비 316,000

익년 이월금 4,099,516

합계 4,8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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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I. 2020년 사업 결산

1. 연간일정보고

2020.01.16  충북기본소득연대체 구성 논의

2020.02.05  충북기본소득정지연대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2020.03.10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촉구 기자회견(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2020.03.10.  태희뉴스 라이브스페셜 (기본소득은 국민의 주권입니다.) 출연

2020.03.19.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하라 성명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준)

2020.03.12.  KBS충주라디오 방송 (재난지원금)

2020.03.31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촉구 기자회견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2020.04.03  충북형 재난기본소득 촉구 성명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2020.04.06  충북기본소득후보 선정 발표

2020.04.07  민중당 이명부후보 정책협약 

2020.04.08  정의당 김종대후보 정책협약

2020.06.17  기획강좌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참여 / 장소:청주덕천교회, 강사 박경철 박사

2020.07.23  한전 해외석탄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2020.09.12  기후위기 집중행동 충북 자전거 대행진 참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2020.09.16  전국민 재난지원금 촉구 기자회견 (기본소득정치행동, 농민기본소득충북, 충북참여

연대)

2020.09.17  기본소득 포토액션 참여

2020.09.23.  KBS 시사진단라운드 방송 토론 (소상공인 대책)

2020.10.14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충북시민사회연대회회)

2020.10.28  충북ngo페스티발 토크쇼 참여 (충북NGO센터)

2020.11.04  탈성장 집담회 참여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2020.11.10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창립기자회견

2020.11.12.  KBS라디오 생방송 / 충북뉴스메이커스 출연 (농민기본소득)

2020.11.16.  MBC라디오 방송 (농민기본소득)

2020.11.17.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 시민워크샵 토론 참여 (녹색청주협의회, 청주YWCA)

2020.11.21.  충북 ‘동네방네기후행동’ 참여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2020.12.02.  기본소득 강좌, 기본소득과 공화주의 (조승래교수 강연)

2020.12.04.  ‘시민사회가 만드는 그린뉴딜’ 토론 참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2.23.  KBS 시사진단라운드 방송 토론 (임대료 멈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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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평가

1)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2020년 정기적인 집행위원회와 몇 차례 정기모임(스터디)을 진행하면

서 안정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2) 기본소득활동으로는 기본소득후보 선정 발표, 재난기본소득 촉구, 농민기본소득운동 등을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였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방송출연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

다. 

3) 기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지역 시민운동에 기

본소득의제를 알릴 수 있었다. 

II. 2020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590,715 

교부금 연간교부금 1,722,000 

기타

총회 참가 지원금 35,800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SNS 광고 대행료

2,000,000 

예금이자 및 캐시백  1,274 

합계 4,349,789

지출

관리운영비

교통비/유류비 42,600 

차량과태료 80,000 

송금수수료 1,000 

총회식사비 33,4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사업비

연대사업 분담금 580,000 

홍보비 30,000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SNS 광고 대행비

2,138,940 

세미나 다과비 18,270 

이월금 익년 이월금 1,305,579 

합계 4,349,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