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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3

2020년 사업계획(안) 심의

2020년 사업계획(안) 

1. 센터 활동 역량 강화 및 회원 참여 사업 

가. 취지 
- 2019년 상근활동가의 공백으로 상담 및 활동의 내용과 방향, 업무처리 등의 어려움
이 있었으나 사무국, 대외 인권활동, 상담위원선임이란 일련의 과정에서 차츰 안정화 
흐름을 가지고 있다. 
- 활동 역량 강화와 활동가 선임을 통해 조직 및 활동 체계를 더욱 안정화시키려 함 

나. 주요계획 
- 상근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 및 업무처리 방식 등의 업무 매뉴얼을 
정비한다.  
- 센터와 회원 간, 회원과 회원 간 소통을 높이고 회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 편집위원장 선임과 편집위원 구성을 통해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한다.   

2.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바탕으로 노동인권의제 이슈화 

가. 취지 
- 센터를 통해 상담한 다양한 사례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제화한다.  

나. 주요계획 
- 회원이나 단체, 집단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현장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통해 의제화
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지역과 연대하여 이슈화하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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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현안 실태조사 및 성명서 발표, 토론회 및 정책제안 

가. 취지 
- 많은 상담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조사연구 소재가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나. 주요계획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에 맞추어 센터에 온 상담 사례와 노동부 진정사례
와 조치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서 발
표나 토론회를 진행한다. 

- 주요 쟁점과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산재사망 사건 최대 청주시의 현주소와 대응방
안 모색 등)와 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직종 (요양보호사 휴게공간, 직업상담사 등)실태조사를 통한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다.  

4. 청주노동인권센터 10주년 행사 및 토크 콘서트 진행 

가. 취지 
- 청주노동인권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나. 주요계획 
- 백서의 형식이 아닌 센터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
으로 풀어 낸 책자를 발간한다. 

- 10주년 일정을 고려하여 8월 경 해당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후원행사와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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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심의

1. 수입 

관 항 목 산출내역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2018년  이월 12,496,138 36,971,261

수입금

회비
단체후원회비

단체회원 2,500,000*12개월 30,000,000 24,000,000
신규단체회원 2,000,000 1,000,000

소계 32,000,000 25,000,000

개인후원회비
개인회원 730명*12개월 107,000,000 90,000,000
신규개인회원 6,000,000 10,000,000

소계 113,000,000 100,000,000

후원금

단체후원금 단체후원금 24,000,000 8,000,000
개인후원금 개인후원금 4,000,000

소계 24,000,000 12,000,000
후원행사 후원행사 15,000,000 30,000,000

소계 15,000,000 30,000,000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150,000*12개월*2명 3,600,000 3,600,000

소계 3,600,000 3,600,000
잡수입 예금이자 등 예금이자, 행사 참가비 등 1,200,000 1,000,000

소계 1,200,000 1,000,000
수입총계 201,296,138 208,5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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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관 항 목 산출내역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고

운영비운영비 유지비　유지비　

임대료임대료
월세 700,000*12개월 8,400,000 8,400,000

소계 8,400,000 8,400,000

신문도서비

매일노동뉴스 50,000*12개월 672,000 -

충청리뷰 6,000*12개월 72,000 72,000

기타 500,000 1,000,000

소계 1,244,000 1,072,000

공과금공과금

일반전화비 70,000*12개월 840,000 840,000

문자비 100,000*12개월 1,200,000 1,200,000

센터휴대폰비 50,000*12개월 600,000 600,000

통신비 30,000*12개월*2명 1,080,000 720,000

중앙경제 66,000*12개월 792,000 792,000

공동경비 50,000*12개월 600,000 600,000

전기 및 관리비 150,000*12개월 1,800,000 1,800,000

기타 500,000 500,000

소계 7,412,000 7,052,000

소모품비

복사용지 23,000*4박스*12개월 1,104,000 460,000

토너 및 잉크 100,000*3개 300,000 300,000

사무기기 수리비 500,000 500,000

봉투제작 500,000 500,000

문구 및 사무용품 등 700,000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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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운영비

유지비유지비

소모품비
다과(사무실 비치) 300,000 300,000

소계 3,404,000 2,860,000

비품구입비
사무가구 등 2,500,000 2,500,000

소계 2,500,000 2,500,000

잡비

휴먼소프트웨어 사용료  
93,500*12개월 1,122,000 1,122,000

CMS사용료 45,000*12개월 540,000 540,000

CMS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150,000*12개월 1,800,000 1,800,000

소식지발송비 500,000*3/4분기 2,400,000 1,500,000

소식지외 우편발송비 
200,000*12개월 2,400,000 2,400,000

법정교육비 등 1,160,000 -

기타 필요 잡비 등 900,000 1,000,000

소계 10,322,000 8,362,000

인건비인건비

임금임금
월급여 2,000,000*12개월*2명 70,200,000 48,000,000

소계 70,200,000 48,000,000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퇴직금 적립 603,000*12개월*2명 7,236,000 4,800,000

소계 7,236,000 4,800,000

사회보험비사회보험비

건강·장기요양보험  73,537*12개월*2명 2,880,480 1,764,888

국민연금  90000*12개월*2명 2,330,160 2,160,000

고용보험  21000*12개월*2명 466,440 504,000

산재보험  23000*12개월*2명 863,100 552,000

연말정산 등 기타 추가 비용 500,000 500,000

소계 7,040,180 5,48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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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운영비 인건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식비 100,000*12개월*2명 3,600,000 2,400,000 -240,000

설 상여금 500,000*2명 1,500,000 1,000,000 0

하계휴가비 500,000*2명 1,500,000 1,000,000 0

추석상여금 500,000*2명 1,500,000 1,000,000 0

기타 복리후생비 0 - -800,000

소계 8,100,000 5,400,000 -3,980,000

사업비 사업비

회의비

총회(자료집, 식대) 2,500,000 2,000,000 500,000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 회의비 3,000,000 3,000,000 1,200,000

소계 5,500,000 5,000,000 1,700,000

기획사업비

조사 및 연구비 5,000,000 5,000,000 5,000,000

교육·문화사업 등 2,000,000 2,000,000 0

찾아가는 마을상담 등 2,000,000 - 2,000,000

10주년 기념서적 출판 비용 7,000,000

10주년 기념서적 출판 원고료 6,000,000

상담위원(노무사) 활동비 
1,000,000*12개월 12,000,000

소장 상담 및 대외활동비 
1,000,000*12개월 12,000,000

소계 9,000,000 44,000,000 7,000,000

회원사업비
신년산행, 야유회, 후원의밤 등 5,000,000 5,000,000 2,000,000

소계 5,000,000 5,000,000 2,000,000

사회연대비

정기분담금 150,000*12개월 1,680,000 1,800,000 -320,000

연대후원금 2,000,000 2,000,000 -200,000

기타연대활동 500,000 500,000 300,000

소계 4,180,000 4,300,000 -220,000

홍보비

소식지제작 1,000,000*3/4분기 6,000,000 3,000,000 900,000

편집위원 원고료 500,000*3/4분기 1,500,000

센터 홍보비 1,000,000 1,000,000 0

소계 7,000,000 5,500,000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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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업비

지부양여금 
음성지부양여금 27,600,000 26,000,000 9,600,000

소계 27,600,000 26,000,000 9,600,000

출장비
출장비 200,000*12개월 2,400,000 2,400,000 1,400,000

소계 2,400,000 2,400,000 1,400,000

기타기타 가수금가수금 가수금 가수금 
지급지급

가수금 지급 5,000,000 - 5,000,000

소계 5,000,000 - 5,000,000

예비비예비비 예비비예비비 예비비예비비
예비비 9,757,958 22,444,373 9,197,829

소계 9,757,958 22,444,373 9,197,829

지출총계 201,296,138 208,571,261 31,05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