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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21년 사업평가 및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2021년 사업 평가

지나간 해의 우리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사업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

반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위한 준거점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시간을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우리의 심리적 중지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21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 목표를 가졌다.

사업 목표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

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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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활동, 연대 활동을 수행한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면적인 논의 과정에서 회원과 지역네트워크가 제대로 대응하기 각 지역네트워

크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을 모색한다.

대차대조표

1)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로드맵>의 발간 및 단행본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발간

쟁점토론회의 조직

<뉴스레터 기본소득> 발행 개시

계간 <기본소득>의 꾸준한 발행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창립

한국 기본소득 포럼 개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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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여

연구 용역(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2) 약간 혹은 어느 정도 달성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프레시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기본소득 국제 행진 및 기본소득 주간 참여

3)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미디어 개발 및 홍보

개별 지역네트워크의 활동과 별도로 한국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네트워크 활동 (교육) 지원

개략적 평가

1) 가장 큰 사업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십 년 이상의 네트워크의 활동을 결산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발간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평가의 지점이다.

2)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진행된 ‘쟁점토론회’는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진행되

었다. ‘쟁점토론회’는 확대된 회원 상호간의 토론 및 네트워크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이

는 향후에도 발전시켜야 할 형태라 할 수 있다.

3) 네트워크를 법인화하지는 못했지만, 산하 기관인 기본소득연구소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제도적인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우리의 입장과 청사진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강좌, 토론회 등은 주요 회원들 수준에서 광범위하

게 이루어졌으나, 네트워크 독자적인 방식으로는 몇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그쳤다.

5) 미디어 활동과 관련해서는 <프레시안> 칼럼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

기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6) 미디어 활동의 또 다른 방향으로 잡은 독자적이고 트렌디한 미디어 개발은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 못했다.

7) 연대 활동을 보자면,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주관한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네트워크

의 위상을 어느 정도 보여준 활동이지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지는 못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8)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일단락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향후 꾸준히 모색해야 하는 연대 

활동의 형태이긴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주요 정책

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에 대해 우호적인 분

파나 개인이 있는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경우에도 정치 환경의 변화(대선 및 주요 정치인의 기본소득 

공약)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애써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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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기본소득을 대립시키는 양상(일자리 보장 대 기본소득; 생태적 전환 대 기본소득 등)을 보이기

도 한다.

9) 2020년에 개최하지 못한 ‘한국 기본소득 포럼’을 온라인으로나마 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포럼’을 <로드맵>의 연장선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

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부 행사에 가깝게 열린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10) 계간 <기본소득>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성

과이다.

11) 개편된 <뉴스레터 기본소득>이 지난 6월부터 매월 발간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성과라 할 수 있

다.

12) 개별 지역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하겠지만,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이 매달 진행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13) ‘기본소득 온라인 공부모임’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형태를 찾으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회

원들의 자발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21년은 <로드맵>의 발간을 기준으로 활동의 양적 수준 및 양상이 나뉜다. <로

드맵> 발간 시기까지는 과업 수행 및 제반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벌인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드맵> 발간 이후에는 큰 과업 수행 이후의 숨 고르기 그리고 앞서 말한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달리 보면 2021년 하반기는 되감기(re-coil)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예상되는 정치

적 변동 속에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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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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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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기본소득 로드맵 회원워크숍)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

농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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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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및 결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2,882,260  

교부금 연간 교부금 4,320,900  

기타 이자수입 4,390  

합계 7,207,550  

지출

관리운영비

도서구입비 388800

계간지 분담금 270000

감사패 80000

교통비 47400

사업비

기본소득도서대여사업             
342,000 

온라인독서모임 87,000 

강연회 162,740 

외부단체 연대사업 150,000 

기본소득 영어에세이 지원 40,000 

기타 세금 650  

이월금 익년 이월금 5,638,960 

합계 7,2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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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평가

인인천네트워크는 2021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회원 강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이 온라인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을 비롯해 기본소득 인천포럼 등의 단체들과 인천에서 기본소득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려

고 했지만 토론회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인천네트워크는 2021년 한 해 동안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기본

소득’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세’, ‘탈석탄 선언과 연기금’, ‘기후행동학교’ 등 강

좌와 토론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살펴봤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대선 정책으로 (인천형)기본소득 도입의 제안이 제안되었지만, 최종 정책안 

반영에서는 제외되었다.

II. 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1,394,012 

교부금 연간 교부금 1,673,000  

기타 결산이자 1,348 

합계 3,068,360

지출

관리운영비
운영위 300,000 회의비 지원

사무용품 구입 98,300 　

사업비

회원강좌
          

  600,000 
6회 진행

토론회 300,000 2회 진행

지역사업연대 450,000 미얀마, 기후위기, 
겨울나눔

도서/자료구입 341,200 알라딘+도서구매

계간 기본소득 분담금 90,000 3회

기타 700 은행수수료

이월금 익년 이월금 888,160

합계 3,06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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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I. 2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6,430,957  

교부금 연간 교부금 5,229,000  

기타 예금이자, 세미나 참가비 120,695  

합계 11,780,652

지출

관리운영비

사무활동비 300,000 미집행 금액 2022
년 집행  예정

수수료 4,000 　

공인인증발급수수료 4,400 　

사업비

계간기본소득분담금 360,000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1,200,000 　

워크샵 및 운영위원회 96,000 　

회원도서구매 454,1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9,362,152 

합계 11,7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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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2,451,818

교부금 연간 교부금 1,060,500

기타 예금이자 278

합계 3,512,596

지출

관리운영비
소모품비 28,000 회원 증정 도서 발송비

수수료 4,400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비
조직사업비 976,500 회원 도서 증정

제작비 분담금 120,000 계간 <기본소득>

기타 결산소득세 3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383,666

합계 3,5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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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2,511,144  

교부금 연간 교부금 969,500  

기타 2,346  

합계 3,482,990

지출

관리운영비 운영위원회  회의비 41500

사업비

기본소득계간지 분담금              
90,000 

기본소득홍보현수막사업 분담금 100,000 

월간기본소득(9~12월)  행사 455,900 

기본소득로드맵 책구입 및  회원
발송 287,680 

이월금 익년 이월금 2,507,910 

합계 3,48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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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4,095,516  

교부금 연간 교부금 1,540,000  

기타 이자 421  

합계 5,635,937

지출

사업비

제작비 분담금             
120,000 계간 <기본소득>

도서 구입 405,000 회원 증정 25권

현수막제작 38,0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5,072,937 

합계 5,6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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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I. 2021년 사업 평가

1. 사업목표

 코로나 이후 들어난 현 한국 사회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자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기본소

득 의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한다. 기본소득 의제가 지역사회에 논의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례강좌, 회원스터디, 강연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소득 의제를 지역사회 

내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여성 등 사회적 의제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및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실험, 농민기본소득 등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 및 연대한다.

2. 대차대조표

1)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운동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실험 지원

농민기본소득 관련 활동

사회적 의제와의 연결성 강화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학습공동체 형성

3. 종합 평가

 2021년 사업은 기본소득 의제 확산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사업평가가 나뉜다. 기본소

득 의제 확산의 측면에서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운동을 기획 및 집행함과 동시에 판동초 어린이기

본소득 실험 지원, 사회적 의제와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이후 회원스터디 등 일상적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II. 2021년 사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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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액(원)

수입

이월금 전년 이월금 1,305,579  

교부금 연간 교부금 1,795,500  

기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2020년 광고 
대행비 초과분

175,166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잔여금 160,620  

예금이자 및 캐쉬백 6,427  

합계 3,443,292

지출

관리운영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분담금 100,000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연대분담금 160,000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연대분담금 480,000 

계간  <기본소득> 발간 분담금 120,000

교통비 21,900

사업비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광고 대행비 36,226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회원증정 
분담금

469,800

<농민기본소득 소개  책자> 회원증정 분
담금

100,000

세월호 7주기 충북  추모행동 20,000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실험 정
책협약식

13,400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공동기자
회견

45,200 

이월금 익년 이월금 1,876,766 

합계 3,44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