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금 액 금액

 ①회비 53,308,795     ①인건비 인적용역 급여(1인, 8개월) 9,600,000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
료, 통신비, 지급수수료, 사무품구
입비 등

          7,187,537

 ③특별회비 1,486,225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세미나, 계간 <기본소득>,
파문, 2022년 한국기본소득포
럼,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후
원금 등

11,525,048    

 ④기타수입
후원금, 예금이자, 부
산청년기본소득 프로
젝트 공동연구분담금

8,290,489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국제워크숍, 21차 BIEN대회,
9월 기후정의행동, 22차 BIEN
대회 준비 등

12,652,692    

 ⑤연구용역 사업 -                   ⑤홍보사업비
<뉴스레터 기본소득>, 홍보메
일, 소셜미디어 광고 등

3,228,000      

⑥전년이월금 26,586,538     ⑥조직사업비

정기총회, 강남훈 명예이사장
취임행사, 운영위원회/정기이
사회,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부
의 등

1,504,583      

 ⑦지역목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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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7,300    

 ⑧연구용역 사업비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
사업 부가가치세

1,936,360      

 ⑧기본재산조성비 -                  

 ⑩이월금 25,980,527    

계 89,672,047    89,6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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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9,600,000

인적용역 차인지급급여           9,283,200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 차인지급급여(4~11월)

인적용역 원천세              316,800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 급여 원천세(4~11월)

 ②일반관리비           7,187,537  사무실 관리비,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지급수수료, 사무품구입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11,525,048

월례세미나 사업비              154,273  Zoom 회의비(총 7회)

계간 <기본소득> 발간 사업비           5,370,000  제11호~제13호, 총 3호 순 발행비(원고료, 교정편집비, 지역네트워크 분담금)

기본소득상상인터뷰 파문 사업비           1,000,000  시즌 1(총 6회) 인터뷰비

(추가) 강남훈 교수 퇴임기념강연 사업비              386,000

(추가)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사업비                        -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 공동주최

2022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사업비           3,598,075  발표비, 다과비 등

(추가) 교육사업비               16,700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도서 회원 증정(1인)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후원금           1,000,000  2022년 후원분

로드맵 대중판본 발간                        -  사업계획 미이행

지역네트워크 교육 지원                        -  사업계획 미이행

 ④국내외 교류사업비         12,652,692

(추가) 국제워크숍 '2022년 대선 기본소득 공약들' 사업비             490,419  줌 웨비나 운영비

2022년 제21차 BIEN 대회 사업비           1,289,903  제21차 BIEN 대회 후원금

(추가) 9월 기후정의행동 사업비              552,370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분담금, 9.24기후정의행진 사업비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준비사업비         10,000,000  제22차 BIEN 대회 분담금(1차)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관련 정책의제화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참가(국회토론회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

기획토론회 사업비                        -
 충북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리고 충북은?’ 공동주관, 부산
시 정치혁신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공
동주최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회비              220,000  2022년 연회비

문화연대 후원금              100,000

셰계 기본소득 주간 행사                        -  사업계획 미이행

2022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  사업계획 미이행(행사 무산)

 ⑤홍보사업비           3,228,000

뉴스레터 편집위 활동비(2인)           2,400,000  매월 5일, 총 11회 <뉴스레터 기본소득> 발행

홍보메일 발송비(스티비 월정액)              228,000

소셜미디어 광고비              600,000  파문 유튜브 광고비, 한국 기본소득 포럼 페이스북 광고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  사업계획 미이행

칼럼 집필 등을 통한 미디어 활동                        -

 ⑥조직사업비           1,504,583

총회사업비(제10~11차 정기총회)              660,500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회의비               84,832  매월 정기회의, 총 11회 중 4회 Zoom 회의비

총회 참가지원금              131,000  제10차 정기총회 전남, 부산, 충북 편도교통비

(추가) 강남훈 명예이사장 취임행사비              131,300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회의비               21,951  매월 첫 목요일, 총 11회  중 1회 회의비

(추가) 부의(부의금&근조화환)              475,000  총 3인

 ⑦지역목적사업비         16,057,300

대전네트워크 사업비 4,034,800        

인천네트워크 사업비 1,519,000        

전북네트워크 사업비 5,187,000        

전남네트워크 사업비 1,123,500        

대구네트워크 사업비 1,211,000        

부산네트워크 사업비 1,414,000        

충북네트워크 사업비 1,568,000        

 ⑧연구용역사업비           1,936,360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사업 부가가치세

 ⑨기본재산조성비                        -

 ⑩익년 이월금         25,980,527

계         89,672,047

[참고] 2022년 지출결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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