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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 취지와 연혁 



제도의 취지 

집행부 의  회 

예산편성 예산심의 

주   민 



제도의 연혁 

2005년 법제화 

지방재정법 개정 

임의규정 

2006년 확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 

2011년 의무화 

지방재정법 개정 

강행규정 

2012년 

서울시 제도 도입 

조례 제정 

 세계 최초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1988년 시작하여, 

    현재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중 



Ⅱ. 서울시 제도의 특징 



참여확대 
주민 

스스로 

주민불편 

해소사업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지원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제도의 운영 체계 

전체 
예산 

•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제출 

사업 
공모 

• 매년 500억 원 범위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 주민 스스로 심사∙선정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서울시 전체 예산(29조 원)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시의회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49명이 분과별로 활동 

   - 2016년에는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의견 제시 



공모사업 운영 

 규모 : 350억 원 

 매년 시정 정책목표 사업 추진 

시정참여형 사업 

 규모 : 150억 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추진 

지역참여형 사업 

 시정참여형 사업 :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안심 테마거리 조성,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개선 등 주제별 사업 공모 

 지역참여형 사업 : 하수관거 보수, 골목길 개선, 지역 커뮤니티 공간조성, 

                            동네 꽃길 조성, 동네 환경 정비사업 등 자유 공모 



공모사업 내용 

 시정참여형 사업 : 주제를 정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시민이 안전한 하천 조성 등 

     ※ 2016년도에는 20개 주제에 2,474건 접수(3,908억 원)하여 

         402건 350억 원을 최종 선정 

 동 지역회의(시범사업) : 50개 동을 선정하여 각 50백만 원 지원 
 

 지역참여형 사업 : 자치구에서 5억 원 한도 내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 238개 사업 125억 원을 최종 선정 



공모사업 선정방법 

접 수 

(4.1~5.20) 

실본부국 

검토 

(5.21~6.26) 

분과위 

심사(1차) 

(6.27~7.2) 

분과위 

심사(2차) 

(7.12~7.22) 

최종 선정 

(8.19~20) 

2,474건 1,685건 711건 502건 402건 

3,908억원 2,510억원 705억원 447억원 350억원 

 시정참여형 사업 : 단계별 심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 구 지역회의 심사 → 시 위원회 추인  

 동 지역회의 : 신청한 110개 동 중 50개 동 선정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동별 5천만 원 범위 내 총164개 사업 제출 



Ⅲ. 주민 참여의 방법 



주민 참여의 방법 

사후관리 사업제안 

사업심사 사업결정 

주민 참여 



사업제안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시민 누구나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주민들의 사업 제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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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업 제안 건수 



사업심사 

공개모집 
225명 

추 천 
25명 

총 
250명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사람 누구나 

 공모위원은 희망하는 주민 중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첨 

 추천위원은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 

 예산학교 교육 이수,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임기는 1년, 활동실적에 따라 1회 중임 가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복지분과, 환경공원분과, 청년분과 등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분과위원회별 제안서 검토, 제안자 설명 청취, 현장확인 등 

    주민의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분과위원회별 활동 



사업결정 

전자투표 
(위원 250명) 

40% 

전자투표 
(전체주민) 

40% 

선호도조사 
(2,000명) 

20% 

 전자투표(엠보팅 앱) 결과는 위원과 일반시민을 구분하여 반영 

 선호도조사는 전문설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메일을 통해 실시 

 2016년은 전체 주민의 약 1%인 109,938명이 사업결정에 참여 

 최종 결정과정에는 전자 투표를 통해 전체 주민이 참여 

   - 서울시에서 개발한 엠보팅 어플리케이션 활용 



도로 재포장 사업 계단 보수, 난간 설치 사업 시설 리모델링 사업 



공동 텃밭 가꾸기 창업, 취업 교육 지원 어르신 이미용 지원 



사후관리 

 

•제안취지 일치여부 

•집행률(공정률) 

•예산낭비 요소 유무 

 

 

 

•사업추진부서 통보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조치결과  공유  

 

 

 

 

•주민참여예산위원 

•예비위원 

•일반시민 

 

 

 

•상반기(  5월) : 서면검토 

•하반기(10월) : 현장확인 

 

 

모니터링 



Ⅳ. 앞으로 추진방향 



앞으로 추진방향 



감사합니다  

http://yesan.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