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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추진현황 진도

완료(계속) 100%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담당자 박정숙(☎ 639-6036)

 사업개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결정

◦참여예산의 범위 : 시민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

◦의견수렴 방법 : 시민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예산 심의기구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추진성과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건, 백만원)
구 분

제안사업 공모 위원회 심의 예산 반영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2015 144 93,019 50 4,403 11 1,159

2016 89 28,100 47 9,028 13 1,788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 ’16. 7. 15~8. 04

- 응답자 929명(인터넷 127, 서면설문 802)

- 최우선투자분야 : 공공질서 안전, 문화 체육 관광, 교육, 환경보호 순

 추진상황

◦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16. 7. 1 ~ 7. 31 / 1개월간

☞ 공모 결과 : 총91건(자치안전 32, 지역개발 49, 주민숙원 10)

- 읍면동 지정공모제 시행 : ’16. 8. 31까지 / 개소당 1억원(4개소 선정)

◦ 꼼꼼하고 투명한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

- 부서검토를 통한 제안사업 구체화, 현장확인, 지역회의 의견수렴 : ’16. 9월

- 주민참여 분과위원회 개최 : ’16. 9. 29(목)

☞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사 의결 ※평가점수부여를 통한 하위 30% cut off(총회상정 제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총회) : ’16. 10. 11(화)

☞ 제안사업 및 읍면동 지정공모제사업 우선순위 선정

- ‘17년 예산편성 : ’16. 11월중 ※의회 의결 : ’16. 12월 중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7. 1월

- 주민참여예산위원(지역회의 포함)의 임기 만료(2016.12.31.)에

따른 임기 연장 및 신규 위원 위촉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 신규위원 위촉 최소화

◦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17. 1월

- 지역회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 ’15~’16년 운영 결과 평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과정 홈페이지 수시 공개

- ’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공모기간 대폭 연장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물

위촉식 개최(2014.9.17) 예산학교(2014.9.22)

2016년 예산편성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2015.10.15)

2017년 예산편성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2016.10.11)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실 장 김교영 ☎ 639-6020

예산팀장 이정근 ☎ 639-6032

주무관 박정숙 ☎ 639-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