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76,653,485     ①인건비
 급여, 4대보험 부담금, 퇴직연
금 부담금

37,564,227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8,964,795

 ③특별회비 1,487,990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 쟁점토론회, 계간 <기본
소득>, '기본소득 로드맵' 완성
및 발표, 회원교육사업 등

16,064,274    

 ④기타수입 후원금, 예금이자 등 926,457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온라인토론회 '불평등사회 대
안과 쟁점' 등 토론회 사업, 판
동초 어린이기본소득 등 후원
및 기타

2,484,380      

 ⑤연구용역 사업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사업

22,000,000     ⑤홍보사업비
뉴스레터 개편 및 제작, 계간
<기본소득> 종이인쇄본 발비,
홍보메일 발송, 페이스북 광고

3,913,710      

⑥전년이월금 31,784,770     ⑥조직사업비
정기총회, 법인화 사업(기본소
득연구소), 행사참가 지원금,
회의비, 조의금-화환

3,202,588      

 ⑦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16,588,400    

 ⑧연구용역 사업비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
사업 인건비, 보고서 제작발송
비

17,483,790    

 ⑧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26,586,538    

계 132,852,702  132,8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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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37,564,227

사무국 급여         22,961,650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2,330,750

연구용역 인건비 원천세           1,575,200

퇴직연금 부담금         10,696,627

 ②일반관리비           8,964,795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16,064,274

월례 쟁점토론회 사업비           2,019,963

계간 <기본소득> 발간         10,823,700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사업비              400,000

BIKN '기본소득 로드맵' 사업비              119,511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사업비              870,500

(신규) 회원교육사업비(도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1,830,600

교육콘텐츠 개발                       -  사업계획 미이행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2,484,380

온라인토론회 '불평등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
자산' 사업비

             929,600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1,000,000

4월 보궐선거 기본소득 정책의제화 사업비               27,580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 사업비                 7,200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 공동사업비              200,000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회비              220,000

문화연대 후원금              100,000

제20차 BIEN 대회 및 총회 참가                       -  온라인 참가

세계기본소득 주간 및 국제기본소득 행짂                       -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기본소득 로드맵 회원워크숍)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

농촊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

 ⑤홍보사업비           3,913,710

뉴스레터 개편 및 제작비           2,809,900

계간 <기본소득> 종이인쇄본 우편발송비              771,810

홍보메일 발송비              232,000

페이스북 광고비              100,000

 ⑥조직사업비           3,202,588

총회사업비(제9~10차 정기총회)              722,857

법인화 사업비(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1,614,570

행사참가 지원금(총회 편도교통비)              187,300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회의비               97,861

조의금 및 근조화환              580,000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월례 온라인회의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원                       -  사업계획 미이행

 ⑦지역목적사업비         16,588,4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320,900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1,673,000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5,229,000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060,500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969,500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540,000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795,500        

 ⑧연구용역사업비         17,483,790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사업 인건비, 보고서 제작발송비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익년 이월금         26,586,538

계       132,852,702

[참고] 2021년 지출결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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