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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21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의 건

2021년 사업계획 

I. 상황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상황 변화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민하게 사태를 추적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지만 두 측면에서 우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방역 조치로 인해 기존의 활동 방식 자체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방역과 경제위기 속에서 소득 보장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이 속에서 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정되어 있는 정치 일정은 포고령처럼 다가오

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쟁투 또한 변함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2020

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안 마련 사업('대선 로드맵')을 재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전

망을 좀 더 넓은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담론적, 대중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

다.

II. 사업 목표

1.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

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2. 이런 청사진이 광범위하면서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미디어 활동, 연대 활동을 수행한다.

3.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면적인 논의 과정에서 회원과 지역네트워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을 모색한다.

연구교육 사업

2022년 대선에 제출할 정책안 마련

월례 쟁점토론회

기획토론회

계간 <기본소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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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국내 교류 사업에도 포함)

칼럼 집필 등을 통한 미디어 활동 (홍보 사업에도 포함)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원 (상시, 조직 사업에도 포함)

외부 기관 연구 용역

(가칭) 기본소득연구소 발족

국내외 교류 사업

제20차 BIEN 대회 및 총회 참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8월)

세계기본소득 주간 및 국제기본소득 행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시기 정책의제화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11월, 연구교육사업에도 포함)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홍보 사업

새로운 뉴스레터 기획, 제작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칼럼 집필 등을 통한 미디어 활동 (연구교육 사업에도 포함)

조직 사업

제9차 정기총회 (2월)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원 (연구교육 사업에도 포함)

III. 주요 사업

연구와 정책 개발

-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대선 로드맵’) 제출.

-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고, 대선 후보들의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정책 제안, 토론회, 캠페인 

등등).

- 월례 정책토론회 개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결합하고 구체

적인 정책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쟁점토론회 기획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정책

안을 완성해야 한다.

- 기획토론회 개최. 기획토론회는 정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제를 잡아 진행한다.

-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개최. 2021년 포럼은 한국의 기본소득 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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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도록 하며, 학술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까지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한다.

- (가칭) 기본소득연구소 발족. 네트워크의 법인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류 판단으로 네트워

크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기부금지정단체 

지정 등의 이점이 있는 법인 추진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전담할 

(가칭) 기본소득연구소를 상반기 중에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도록 한다. (가칭) 기본소득연구소는 네트워

크의 부속기관으로 한다.

교육과 홍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는 한편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와 공

격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의를 새롭게 정리한 대중적 판본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와 옹호를 위한 이론적, 담론적 노력이 필요하다.

- <기본소득 핸드북> 발간.

- 카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홍보.

- <뉴스레터> 개편.

대외 활동과 캠페인

-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개입으로서 기자회견과 논평.

- 기본소득법과 기본소득공론화법에 대한 회원/지역네트워크 교육과 캠페인.

-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시기에 정책 질의와 논평.

조직 활동

-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1. 세 입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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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명예회비 -                         

 ③특별회비 -                         

 ④기타수입 45,000                  예금이자

 ⑤전년도 이월금 31,784,770            

계 121,829,770          

2. 지 출

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①인건비 50,532,480            사무국 2인의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연금 부담금

 ②일반관리비 8,500,000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25,500,000            

2022년 대선 정책안 마련, 월례 쟁점토론회
기획토론회, 계간  <기본소득> 발간, 교육콘텐츠 개발, 외부 기관
연구  용역, (가칭) 기본소득연구소 발족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3,500,000             
제20차 BIEN 대회 및 총회, 세계기본소득 주간 및 국제기본소득
행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⑤홍보사업비 6,400,000             
새로운 뉴스레터 기획/제작,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칼럼 집필
등을 통한 미디어 활동

 ⑥조직사업비 1,000,000             
제9차 정기총회,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
원

 ⑦지역목적사업비 17,702,300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
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등 7개 지역네트워크 교부금

 ⑧기본재산조성비                         - 

 ⑨예비비 8,694,990             

계 121,829,770          

2021년 사업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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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50,532,480

급여            43,200,000  2,400,000원/월 * 12월 * 1인, 1,200,000원/월 * 12월 * 1인

4대보험료 부담금              3,732,480  급여 * 8.64%

퇴직연금 부담금              3,600,000  200,000원/월 * 12월 * 1인, 100,000원/월 * 12월 * 1인

 ②일반관리비              8,500,000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25,500,000

2022년 대선에 제출할 정책안 마련              5,000,000  정책안 자료집 제작비, 배포비

월례 쟁점토론회              2,520,000  360,000원 * 7개월

기획토론회              4,000,000  발표토론비/홍보디자인비 1,000,000원/회 * 4회

계간 <기본소득> 발간            10,980,000
 편집/디자인/원고료 2,500,000원/호 * 4호, 인쇄발송비 2,000,000원, 지역
네트워크 제작비 분담금 -1,020,000원

교육콘텐츠 개발              2,000,000  콘텐츠 원고료, 편집디자인비

외부 기관 연구 용역                          -

(가칭) 기본소득연구소 발족              1,000,000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3,500,000

제20차 BIEN 대회 및 총회 참가              1,000,000  참가지원비, 1인

세계기본소득 주간 및 국제기본소득 행진                 300,000  홍보디자인 및 물품 제작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시기 정책의제화                 200,000  질의서 및 발표 진행비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2,000,000  공동주최 분담금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⑥홍보사업비              6,400,000

새로운 뉴스레터 기획, 제작              2,400,000  제작발송비 200,000원/월 *12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3,000,000  핸드북, 카드뉴스 등 제작비

칼럼 집필 등을 통한 미디어 활동              1,000,000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원고료(10회)

 ⑦조직사업비              1,000,000

제9차 정기총회 (2월)              1,000,000  홍보디자인비, 2020년 감사패 시상 물품비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월례 온라인회의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원                          -

 ⑧지역목적사업비            17,702,3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692,800          전년 기준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1,879,500          전년 기준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5,488,000          전년 기준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151,500          전년 기준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120,000          전년 기준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648,500          전년 기준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722,000          전년 기준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예비비              8,694,990

계          121,829,770

[참고] 2021년 지출예산 세부내역

21



- 22 -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계획 및 예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예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2,882,260 

교부금 연간교부금 4,692,800  

기타 0

합계 7,575,060

지출

관리운영비

운영비 1,000,000

분담금 400,000

비품 구입비 200,000

사업비

조직사업비 2,040,000

기본소득 도서구입 대여 사업 1,200,000

기본소득 행사 공모전 2,000,000 

잡비 100,000 

예비비 635,060 

합계 7,57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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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계획

1. 격월간 회원 강좌 진행

 -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6회 진행(회원 설문 진행).

2. 다양한 단체들과 기본소득 지역의제 운동 논의

 - 노동운동, 장애인운동, 생태운동과 연계.

 - 인천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연구.

3. 회원소통 및 홍보

 - 월 1회 ZOOM을 이용한 회원모임.

 - 지역 강좌, 강의 제안 등 의제 확산.

4. 2022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본소득 의제 토론

II. 2021년 사업 예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1,394,012

교부금 연간교부금 1,879,500

기타 이자수입 1,400

합계 3,274,912

지출

회원강좌 150,000 X 6회 900,000

사무실 50,000 X 12회 600,000

운영위원회 30,000 X 12회 360,000

기본소득계간지 120,000

지역연대활동 200,000

온라인강좌 장비구입 등 600,000

홍보활동 현수막 등 200,000

기타운영비 사무용품구입 등 80,000

예비비 214,912

합계 3,2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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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계획

- 2021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는 2월 25일.

- 올 한해도 코로나19 상황일 것. 내부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순환경제, 지역 협동조합, 지역금융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운영위원 및 회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볼 것.

- 온라인 활동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음. 많은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기가 될 것.

- 온오프라인 책모임을 시도해볼 것.(요구하는 회원 및 비회원이 있음.)

월 주요사업

1월 정기총회 준비 2020 평가

기본소득 읽기모임 쉼표

2월 워크샵 정기총회

3월

4월 회원 대상 교육 사업

5월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6월

7월 지역 청년 활동가
연계 사업8월 하계 워크샵

9월

10월

11월

12월

II. 2021년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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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6,430,957 

교부금 연간교부금 5,000,000

기타 0

합계 11,430,957

지출

관리운영비
인건비 사무담당 활동비 1,200,000

수수료 30,000

사업비

연구교육사업비 1,500,000

국내교류사업비 1,000,000

홍보사업비 70,000

조직사업비

운영위원회 150,000

정기총회 250,000

읽기모임 ‘쉼표’ 300,000

워크숍 200,000

예비비 6,730,957

합계 11,4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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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예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2,451,818

교부금 연간교부금 1,151,500

기타 0

합계 3,603,318

지출

관리운영비
통신비(문자 발송) 30,000

소모품비(사무품, 수수료) 50,000

사업비

운영위원회 회의비(교통비) 300,000

행사 참가 지원비(교통비) 120,000

조직사업비 1,000,0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예비비 1,983,318

합계 3,6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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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계획

1. 코로나19 확산 및 기존 운영위 성원의 상황 변동으로 운영위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

에 2021년 네트워크 사업을 함께 고민할 운영위를 재정비하여 정기회의를 진행.

2. 중앙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결을 맞춰갈 수 있도록 운영위 및 지역네트워크 간 소통에 적극적 

참여. 

3.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2021년에는 회원 및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진행(대면/비대면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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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계획

1. 회원 및 조직사업

- 운영위원회 회의: 격월로 진행.

- 기본소득 도서 선정 후 2회 배송.

- 회원 모임 진행.(연 4회)

2. 영역별 세미나

- 정치, 여성, 민주주의, 문화예술, 등 영역별 주제와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 기본소득을 알리고 동력을 만들어 낸다.

3. 기본소득 학교

- 회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공부 모임을 진행.

- 기본소득 학교를 통해 회원 모집 진행.

- 회원들 중 기본소득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과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

4. 기본소득 도서전

- 지역 서점과 협조하여 기본소득 도서전을 진행.

5. 기본소득 캠페인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들과 함께 진행

6. 기본소득 공론화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지역에서 진행.

II. 2021년 사업 예산



- 29 -

항목 금액(원)

수입

전년이월금 4,099,516

연간교부금 1,680,000

기타 0

합계 5,779,516

지출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회원사업 750,000

교통비 300,000

기본소득 도서전 500,000

영역별 세미나 1,500,000

기본소득 학교 1,500,000

캠페인 500,000

기념품 제작(캠페인용) 300,000

예비비 309,516

합계 5,77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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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계획

1. 사업 목표

기본소득 학습 공동체 형성

기후위기, 코로나 등과 같은 사회적 의제와 기본소득 간의 연결성 강화

지역사회 내의 기본소득 논의 확대

2. 주요 사업

1) 강연회 및 세미나 사업

강연회 (분기별 1회 예정)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스터디 모임 (월 1회 예정)

연례강좌

2) 연대사업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은 판동초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보은 판동초 기본소득실험에 1,000,000원 후원 

판동초와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하여 지속적 논의

II. 2021년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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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1,305,579 

교부금 연간교부금 1,722,000 

기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SNS 광고 대행료

175,166 

합계 3,202,745

지출

관리운영비
교통비 100,000

계간 <기본소득> 제작비 분담금 120,000 

사업비

연대사업 분담금 600,000

강연회 사업비 1,200,000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SNS 광고 대행비

36,226 

세미나 다과비 150,000 

홍보비 300,000 

예비비 696,519

합계 3,202,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