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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란?

✓ 예산집행의 투명성

✓ 친(親)시민적 예산편성과 집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효과

참여
민주주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 구현하는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



참여예산제의 주요 연혁

광주 북구 최초 도입 시행2003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 마련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전 지자체 의무 시행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 의무화2014년

국민참여예산제 시범 운영2017년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
-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
-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등 제도 강화

2018년

참여예산제의 주요 연혁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연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5월)
- 시행 첫해부터 매년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 공모

2012년

총 2,500억원 참여예산사업 편성
2012년

~ 2016년

지자체 예산 효율화 사례 국무총리상 수상2014년

전자투표 도입 : 다수 시민의 예산사업 선정 참여기회 제공2015년

‘시민참여예산제’로 제도 혁신
(조례명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연혁

‘시민참여예산제’로 제도 혁신
- 주민참여예산+협치 예산 통합
✓ 참여예산사업 규모 약 700억원 범위로 확대
✓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내실화 등

2017년

온라인 의견수렴 강화 및 참여 확대, 심사절차 강화

- 온라인 의견기능 활성화 및 사업심사과정에 제안자 참여확대
-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단 운영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2018년

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시민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제안사업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 평가, 환류 실시
- 모니터링 실시로 시민 눈높이에서 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
- 예산학교 교육 상설화, 특정 계층별(청년 등), 

관심분야별(복지 등) 등 특화 교육의 다양화

2019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내용

•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증대

☞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서울시참여여예산 운영조례

• 운영기구 : 

✓총괄부서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내용

• 운영기구 :  
✓시민참여예산 기구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300명 이내)

민관예산협의회

(270명)

10개 시정분야별 시민 제안사업의 심사, 

우선순위 결정 등

기능

분과

(100명)

온예산분과

(75명)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작성 및

의회 제출 등

홍보분과

(25명)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 수집

참여예산제 홍보 등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30명 이내)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 운영 조례 관련 의견 제시 등



• 운영기구 :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자치구별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회의’설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회의’로 간주

• 사업유형 구분 : 시정분야 + 지역분야

✓시정분야(2019년)

사업유형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개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시정 주요분야 사무로
시비(市費) 투자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운영 규모 350억 원 100억 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내용



• 사업유형 구분 : 시정분야 + 지역분야

✓지역분야(2019년)

사업유형별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개념
지역사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단위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

통합 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마을단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마을

계획단, 주민자치회 등
발굴 사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운영 규모
30억 원

(6개 자치구,
구별 5억원)

190억 원
(19개 모든 자치구,

구별 10억원)

30억 원
(25개 모든 자치구,
동별 최대 3천만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내용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내용

• 운영절차 : 시정참여형 기준

①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제안)

②제안사업 분류, 
통폐합/구체화 및

적격검토

③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

④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총회상정사업
이의신청∙조정)

⑤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⑥한마당 총회
(참예예산사업 선정)

⑦예산안 편성
⑧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

• 시민제안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 2012년~2016년까지 매년 운영 규모 500억 원 책정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총 700억 원 규모로 확대

-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참여, 숙의∙공론

설계하는‘시민숙의예산제’ 별도 도입 추진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후 확대 계획)

• 다양한 사업유형(5개)과 참여방식을 활용

- 참여방식 : 사업제안, 심사 및 집행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

• 다양한 시민계층의 직접투표로 참여예산사업 결정

- 시민계층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모바일 기기 및 PC을 이용 전자투표(mVoting) 시스템에

접속해 투표

- 2015년~2018년까지 연 10만명 이상 투표

•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2015년 : 지역사업비(구별 5억 원, 총 125억 원) 신설로

지역단위 자율결정권 확대

- 2017년 : 구단위계획형 및 동단위계획형 신설,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

•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의 투명성 견지

- 주요 회의 속기록 작성, 홈페이지 공개

- 매년 참여예산제 운영백서 발간

- 시민참여예산 블로그 운영

• 시민역량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참여예산 시민교육 지속적 확대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 의무화

✓ 예산 기본 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교육, 청소년 예산학교 등 교육

✓ 대상, 내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예산학교의 상설 운영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

• 행정지원 역량의 지속적 확충

- 2015년 : 주민참여예산팀 설치

- 2017년 : 추진반 설치(7월)

- 2017년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신설(9월)

- 시 전 부서의 지원 및 협력 강화

(민관예산협의회에 공무원 위원 선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의 선정·편성

구 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402 1,989 132 499 125 471

2013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4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5 3,593 4,652 524 498 510 487

2016 3,979 5,399 804 500 804 500

2017 3,432 8,329 766 593 747 542

2018 3,288 9,798 730 647 706 570

계 17,687 50,744 3,531 3,740 3,446 3,514

(단위 : 건, 억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 시민들이 직접 마을 공동체를 가꾸어 가도록 지원

• 우리 이웃 약자를 위한 연대

-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

• 함께 쓰는 공유재산

- 시민들이 자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시작하는 모두를 위해 지원

-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시민 손으로 꾸려갈 서울 살림살이

- 10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꾸려가는 사업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주인 되는 도서관 : 구산동도서관마을

-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 : 호리목 동화책 이야기

- 고전인문에서 배운 지혜 마을을 하나로 엮다 : 동서양 고전인문학 강좌

- 엽서로 줄이는 층간 소음 : 소음방지 엽서함

-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 지역공동체 상원길 마을 만들기

- 장난감, 사지 말고 빌리세요 :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 치매 관리 두드리세요 : 두드림 Do dream, 지역사회 치매 공동돌봄

- 부모 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 임신, 출산, 육아, 3세대가 함께하여 건강한 부모 되기

- 서울에서 펼쳐질 실크로드거리 축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축제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 취업 준비, 도와줄게요 : 송파인재클럽

- 누구나 도시농부가 될 수 있어요 :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도시텃밭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우리 이웃 약자를 위한 연대

- 음악으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이웃 : 다문화 오케스트라, 칸타빌레 in 동대문

- 라디오는 희망을 싣고 : 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을 라디오 제작 프로젝트

- 폐지 수거, 안전하게 하세요 :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 확충

-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를 위한 자기 돌보기 : 자기 돌봄 서비스

- 혼자 사는 어르신, 마을과 만나다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 턱을 없애면 문이 열립니다 : 100cm턱으로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 화장실에서의 여성 안전, 안심벨이 지켜줘요 : 여성 안심벨 설치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함께 쓰는 공유재산

- 물건과 재능을 나눠요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공유센터

- 버스 타고 책 속으로 : 창골마을 붕붕 도서관

- 꼼짝 마, 쓰레기 무단투기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말하는 이동형 CCTV설치

- 벚꽃과 함께 산책을 : 장안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공사

- 주민들이 만든 소금 같은 길 : 염리동 소금길 범죄예방디자인 및 마을 공동체 추진을 위한 대응가압장 운영

- 책 읽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 도서관 소음방지 시스템 구축 및 소독기 설치

-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해요 : 옥수동 소음방지 시스템 구축 및 소독기 설치

- 굴다리에 만든 작은 미술관 : 송곡고등학교 굴다리 환경개선 사업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시작하는 모두를 위해 지원

- 2030세대의 마음을 돌봐주다 : 고시촌 마음건강지킴이

- 풍요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 :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사업

- 나도 배우다! 연극하라 2017 : 통합체험연극 프로그램

- 두잇(DO IT),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 : G밸리 청년 직장인 동아리 활동 지원

- 도전숙에서 도전하라 : 도전숙 입주기업 지원 사업

- 끊어진 경력에 징검다리를 놓아주다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보아요 : 청소년 전공연구 프로그램 운영

- 바리스타를 꿈꾸는 특별한 아이들 :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 도전하라, 청년 프로젝트: 100개의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우수 사례

• 시민의 손으로 꾸려갈 서울 살림살이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해 주세요

-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해 주세요

- 성평등 문화확산 조성 사업(마음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멈출 위험에 처해 있는 노숙인 이동목욕버스를 달리게 해 주세요 : 달려라 샤워트럭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 아이는 안전하GO! 엄마는 안심하GO!

- 유적지 및 문화재활용한 예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 방학 중 학교 빈 교실 활용프로젝트

- 찾아가는 에너지보안관



참여예산제의지속적인추진을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친(親)시민적
예산편성과 집행

참여
예산제의

결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기대효과



THANK YOU



서울시 참여예산 독창성과 사례비교

우 지 영

2020년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분과위원장

성공회대 NGO대학원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시민참여예산제도 의미 :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

❖정치는자원의권위적배분

❖민주주의는시민에의한정치

❖정치 + 민주주의는자원배분에대한시민권력

자원배분(예산편성)에서시민이직접참여(정치)

= 시민참여예산제도



4시민참여예산제도 의미 : 지방자치적 측면

◆지방자치는

• 시민이스스로의의사에따라결정하고그결정에대한책임을함께질것을보장하는것

◆지방민주주의는

• ‘대의민주주의’의실천수단인 ‘지방선거’와

• ‘직접민주주의’의실현방법인 ‘주민참여제도’의두축으로작동

시민참여예산제도는시민들이예산에대한 ‘자기결정권’을통해
‘생활정치’를실천할수있는제도



5시민참여예산제도 : 재정민주주의 실현

❖참여예산제도가추구하는핵심가치는

①참여성누구나참여하여예산을제안

②숙의성대화와소통의과정을거쳐예산을심사

③민주성민주적인방식으로예산을결정

❖참여예산제도의발전방향은

①대표성강화누가, 어떻게주민을대표할것인가?

②책임성강화주민상호간대화와소통즉숙의과정은어떻게?

③공공성강화다수, 소수주민의재정수요에대한민주적절차와방식은?

참여예산제는참여성, 숙의성, 민주성등의핵심가치를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강화를통해실현하고발전



5시민참여예산제도 : 재정민주주의 실현

❖서울시시민참여예산제의발전과제는

✓대표성강화를위해

• 참여예산위원확대,온라인투표,시민회등시민참여다양화및확대등

✓책임성강화를위해

• 전체예산과정(편성,집행,평가)에시민들의실질적참여를통한예산숙의과정제도화등

✓공공성강화를위해

• 분야별‧지역별‧계층별균형발전,성평등,사회적약자제고등







참여예산다각화와예산규모확대

❖서울시는 2012년부터예산과정의시민참여를위해 ‘참여예산제’를추진한이래,

민선 7기시정에들어와시민이참여에서나아가공론과숙의를진행하는 ‘참여예산 (숙의형)’

도입으로제도혁신을모색

✓ 시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50억원규모로도입한이후, 2020년현재 700억원규모로확대되었으며,

숙의형의도입으로 2021년 1조원규모로실시

✓ 2020년현재,시민숙의예산제는크게 ‘제안형’ 700억원과 ‘숙의형’ 5,300억원규모로구성되고, ‘제안형’의

경우다시광역제안형/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연계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으로다각화됨



서울시재정민주주의실현

❖시민민주주의의한차원으로서시민참여와숙의,나아가주민자치등이실현되기위해서는

재정적민주화가중요한선결조건에해당

✓서울시는재정민주주의를구성하는주요차원으로서 ①예산및재정운영에서더많은시민의

더적극적인참여,②예산및재정권한의지역사회로의이양등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

✓서울시는시정예산이행정주도로운영에서정책의당사자주체,일반시민들이

참여할수있는기회와관련제도적절차를마련하고있음



서울시재정민주주의실현

✓특히예산과정에의시민참여를위해제도로서 ‘숙의형’은참여의규모와구성이

확대하고있고,일반시민의참여도확대하고있음.실제현재추진중인 ‘숙의형’의경우,

분야별(20년, 13개분야)로시민이참여하는 ‘숙의예산시민회’를운영하고있음

✓지역사회기반협치선도시책영역에서는서울시정주도로예산을편성하고추진하는

상황인한계가있지만지역사회기반의협치선도형시책들에서재정분권화를

강화하기위한적극적노력을하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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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형/숙의형)당면과제

❖ ‘제안형’에서자치구의주민동원성참여문제,사업부서의참여예산불수용성문제,

지역형사업의비중증가로시정형의실질적참여예산규모축소, ‘숙의형’에참여하는

시민들의시책사업에이해부족으로예산심사과정상의어려움등에대한해결방안필요

(제안형/숙의형)교육의내실화

❖ 시민숙의활성화와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해서는공론화에참여하는시민의숙의역량강화필요.

숙의민주주의는정책과정에일반시민들스스로숙의하여결정한다는관점에서출발하므로

시민의숙의역량이핵심요소.이에예산숙의에바탕이될 숙의민주주의이론과숙의모델관련학습필요



(제안형)사업대상확장필요

❖ 시정형사업대상이특정자치구로한정되어있는경우가대다수.사업방식이자치단체보조의

방식으로집행되는사업의경우에는사업의효과등이자치구로한정되고있음(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방식의사업가장많은비중을차지).서울시대상으로서울시사업부서가

직접집행하는사업으로전환또는확장필요

(제안형) 사업집행률 제고

❖ 서울시전체회계상집행율은 97% 내외에비해참여예산사업의낮은집행율은추가적인참여

예산사업이반영될가능성을줄인다는측면이있음. 참여예산사업의제도개선을통해집행률

제고가필요



(숙의형)실질적시민숙의를실현할수있는절차및운영체계도입

❖의제선정체계부재,숙의시간부족,정보제공부족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예산숙의에

부합하고각정책분야의여건을고려할수있는적절한숙의모델창출필요.

중장기적으로실질적인숙의형방식으로제도적틀의질적전환필요

(숙의형)제도적틀정립필요

❖예산배분원칙을논의할수있는제도적틀의정립필요.분야별숙의에앞서

전체숙의예산의운용방향,숙의대상분야선정기준,분야별예산비중설정도숙의할수있는

틀과기준마련필요



재정분야전반에시민참여를확대하여재정민주주의강화

❖ 「민선 7기서울시정 4개년계획」에서고려된바와같이,정책당사자들이참여해재정운용의방향,

예산배분의원칙등을공동으로논의하는 ‘서울형재정전략회의’(가칭)의도입을모색

지역사회의주도로자율적재정운용확대와재정분권화의제도적방안모색

❖지역사회기반정책기획과실제사업집행과의구조적불일치를해소하기위해

시정권한의지역사회로의이양을적극검토필요



“Democracy transformed from thin paper to thick action
is the greatest form of government on earth.”

Martin Luther King Jr.

"얇은 종이에서 두꺼운 행동으로 변화된 민주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정부 형태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

감사합니다.



재정참여에서재정커먼즈로

위기의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는있는가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기획위원



공동체 발전참여민주주의

새로운 조합주의

이해관계자 참여 참여적 근대화

지방자치 민주주의

현재의 참여예산제는 하나의 원본을 가진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판본을 가진 제도로 나타나고 있음

생토메르Y. Sintomer는 베버리안적 접근법으로 6개의 이념형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참여예산제에 대한 분석은 각자가 전제하고 있는

가상의 전제 혹은 이념형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현재의 참여예산제는 하나의 원본을 가진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판본을 가진 제도로 나타나고 있음

• 생토메르Y. Sintomer는 베버리안적 접근법으로 6개의

이념형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참여예산제에 대한 분석은 각자가 전제하고 있는 가상의
전제 혹은 이념형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인가, 새로운 정치인가

• 사업의 제안인가, 재정의 통제인가

• 정치과정인가, 행정과정인가

• 재정을 둘러싼 시민사회가 구축되었는가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는 있는가 : 재정 참여에서 재정 커먼즈로



개인적으로는 70년대 말 근대국가의 재정위기가 8~90년대 긴축을 통한 경로를 거쳐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이 탈동조화 되면서 나타난 재정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참여예산제의 확산’을 바라보는 입장임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는 부가적이거나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성의 위기’에 놓인 재정행위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 공급을

위한 긴급처방이라고 해석함. 실제로 참여예산제는 좌파적 수단도, 우파적 수단도 아닌 일반적인 재정절차로서 제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함 (데이비드슨(2018)은 참여예산이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는 있는가 : 재정 참여에서 재정 커먼즈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부에서 ‘의무화’된 참여예산제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참여예산제를 탈맥락화 해온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함

최근성남시가지방자치의역사상처음으로지불유예선언을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재정관리가악화일로를걷고있는 실정임.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재정악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지역주민들이예산편성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함으로써선심성․낭비성사업에대한 사전적인제어와

관리를시행할수 있도록하는 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할 것임.따라서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절차를마련하여주민의의견을 듣는것을 강행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예산안을제출할때위 절차에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함으로써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및 투명성을제고하려는것(안제39조)

[좌]<부산일보>2010년 12월29일 11면 / [우]<지방재정법개정안> 유정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80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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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참여예산제는 법의 의무 시행 시일을 넘긴 시점에서 기존 시장의 사퇴와 보궐 선거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맥락 하에서 도입하게 되었음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는 있는가 : 재정 참여에서 재정 커먼즈로

실제로 2011년 9월서울시가 참여예산제도입을하지 않고어떤대책도내놓지 않아,

당시여세연과 진보신당이공동으로 ‘참여예산제도입’을 촉구하는기자회견과 토론회를개최한바 있음.

이후보궐선거과정에서 당시시민후보로 나선고박원순시장과의 정책합의문을만드는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라는맥락에서 ‘시민참여예산제’의 즉각적인도입을 반영하게되었음.

이와같은정치적 과정을생략하면마치 서울시행정및시의회가참여예산제의 파트너이거나

혹은상당한우호자라는 착시를만들어 냄

비난이나비판이 아니라서울시의참여예산제라는 제도자체가 높은긴장속에놓인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이해하는 것이필요하다는 강조임



2011년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만든 것은 다름아닌 재정의 문제, 더 정확하게는 재정 위기 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당시 서울시의 높은 부채구조가 논란의 쟁점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음. 

보궐선거가진행되었던 2011년결산기준재정고시에따르면당해년도채무는 3조 1,761억원이었으나 2019년결산기준재정공시에의한

당해년도채무는 5조 5,713억원으로나타남.

이는역사적측면에서서울시의참여예산제를만들어낸두가지맥락,그러니까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방재정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

참여예산제와서울시차원에서의 ‘부채구조’가현재시점에서도반복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현재의참여예산제가사실은실패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징후라고할수있음.

왜지방채발행과관련된사항은시민합의의대상이되지않는가?라는질문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3,176,122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3,17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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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이후 기존의 재정제도에 대한 혁신없이, 기존의 행정 구조에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도가 협소화되어 가는 과정

특히참여예산으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기존의성과주의예산체계내에서

유사사업단위에편재됨에따라집행과정의경로의존성이발생하고있으나

이를통제할수있는방법은전무함.집행모니터링이사업부서에게

어떤영향을주지도못하고,오히려참여예산사업을 ‘맡겨둔봇짐’ 처럼

취급하는행태가지속적으로반복되었으나이런과정에대한개선이부재.

사업의 선의만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협치라는 이름의 절충만 반복될 뿐임

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업들이집행되는경로는기존의

수직적전달체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그속에서의

성질만자본보조에서경상보조로바뀌고있는실정임.

서울시라는 행정에서 자치구라는 행정으로 자리바꿈만 하는
재정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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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규모가 큰 자치구 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으려면 개별 사업의 공모/지원 구조가 아니라 재정 제도 특히 새로운 재정분배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재정 결정과정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방향임

하지만참여예산제도가하나의사업부서정책사업으로관리되고있는상황에서전체서울시정을관통하는재정구조의개선으로가는것은불가능했음.

이를테면제도화의역설인데,한국에서참여제도는잘정착이되면될수록하나사업부서의단위사업으로전락하고또한민간참여가활성화된다는평가를

받을수록하나의 ‘지원기구’로전락하는역설이발생함.

즉 제도가 심화될 수록 행정의 주도성이 더욱 커지는 역설이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과 시민 사이에 ‘시민사회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임

[정병순, 서울시시민숙의예산제기본구상, 2018] [김상철, 사회혁신형시민참여모델(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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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도로서중요한요인은참여하는시민들의효능감과실질적인사업의집행및문제해결률등이적절하겠지만이런지표들이만들어지지못하면서

규모나참여시민의수로측정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음

특히 숙의예산제의 경우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오히려 기존예산에서 변경된 비율이 훨씬 더 숙의예산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예산편성 등에 참여한

시민의 수보다는 참여예산위원회 효능감 지표와 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는 재정거버넌스 현황이 더욱 중요한 지표일 수 있음

[정병순, 서울시시민숙의예산제기본구상, 2018]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서 참여예산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 지표는 숙의예산 규모와 시민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들 지표가 현재 참여예산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임

정책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시민의 정책 암여 활성화
추진으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정의 시민참여 제고를 통해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추진

공론 개최 건수
2,641 4.35

기관현력 사업 참가 기관수

시정의 재정 분야에 시민참여
활성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과점에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으로 재정 민주주의 구현

시민숙의 예산 규모
1,759 2.89

예산편성 등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수



기존의 재정이 탈맥락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관료화-전문화의 경로에 놓여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재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필요의 원리’에

따라 분배되는 과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참여예산제가 복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오히려 ‘공동의 마을우물’처럼 운영되는 원리를 만들어야 함

위기의 시대, 참여예산제가 ‘쓸모’는 있는가 : 재정 참여에서 재정 커먼즈로

public (adj.)late 14c., "open to general observation," from

Old French public (c. 1300) and directly from Latin publicus "of the
people; of the state; done for the state,"

common (adj.)c. 1300, "belonging to all, owned or used

jointly, general, of a public nature or character," from Old
French comun "common, general, free, open, public" (9c., Modern
French commun), from Latin communis "in common, public, shared
by all or many

재정우물

기존 재정과정의 전환
• 성과지표의변경
• 사업평가참여

새로운 재정실험
• 실험적경로발굴
• 새로운이해관계자구축

재정과시민간의 ‘강한연관성’을

구축할필요가있는데, 현재의참여예산은

여전히가상의중립성구조를전제로함. 

이는오히려제도의문제를사람의문제로

희석시키는원인이됨

시민의 필요

조사와 문제의 정의

https://www.etymonline.com/word/public#etymonline_v_2810
https://www.etymonline.com/word/common#etymonline_v_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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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후위기와 판데믹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시민들을 행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자원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성 자체를 전환되어야 함

01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정혁신의 전제인 ‘ZERO BASE’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참여예산을 하는가?

이 호더이음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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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배운다...

3. 비대면이 우리의 대안일 수 있을까?



1. 일상적 거버넌스 실현 정책, 참여예산

기존과 다른 질적 사회발전 대안으로 도출/합의된 민관 거버넌스(민관협치)

민관협치의 핵심적 개념은 선출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권한 공유

선출직공직
자

시민

권한



1. 일상적 거버넌스 실현 정책, 참여예산

‘시민을 위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문제 극복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시민들에게

그 권력을 돌려주는 것

‘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것(for the people)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of the people) 위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노력”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을 처음 도입한
브라질 PT 당의 정치철학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그 참여예산을
처음도입한크리스니타 엠리크 전시장

스페인 알바세테 재정국장
안토니오 마르티네츠

• 권한 공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존 권한을 가진 이들이 양도한 사안에 대한 권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공적 의제의 설정 권한)

• 결국, 참여예산은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



2.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배운다...

✓ 시민들에게 권한을 공유하는 정도는 시민들이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치역량)의 정도에 정비례

✓ 이에 참여예산을 예산에 대해 일정한 전문성 있는 이들 중심의 참여로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옴

시민역량

협
치
정
도



2.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배운다...

그러나 참여예산의 기점이 된 뽀르뚜 알레그리 참여예산이
그런 전문가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한 것 아님

오히려 참여예산은 참여한 시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의 장 제공

따라서 참여예산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예산 편성의 결정
과정을 통해 참여의 효능을 체감케 하고, 그를 통해스스로의
자치역량을 훈련하는 기회로 제공돼야… 

✓

✓

✓



3. 비대면이 우리의 대안일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대면(물리적 거리두기) 강조는
즉자적 대응일 뿐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대안일 수 없음

이런 위기 상황일 수록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제안과
그 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모이는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

이는 사회적 소규모 공론장이
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

✓

✓

✓

✓



3. 비대면이 우리의 대안일 수 있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 첫째, 실질적인 권한 부여.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불가능’한 이유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해야…

• 둘째, 참여예산 작동체계를 가급적 보다 조그만 단위 중심, 그리고 그 결정 내용들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재편.
➢ 예) 마을 > 동 > 구 > 시, 이 과정에서 동과 구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할 것과 시에서 결정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분하는 방식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참여예산을하려고하는가?

강명옥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강명옥 박사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대표

• (전)현대중공업 업무부 대리

• (전)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봉사사업,동남아2과,민간협력과 등)

• (전)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 (전)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과장

• (전)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전)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실장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장

• (전)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외래교수, 서울교대대학원, 한성대, 건국대, 서울시립대대학원 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 (전)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실무진흥위원회 위원,  

문화관광체육부 국제자문단 위원,  서울여성가족재단 국제자문위원, 서울시 도시외교협의체 , 서울형전자정부해외진출협의체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감사, 한국발명진흥회, 외교부, 한국환경산업협회 면접 및 평가위원

•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통신산업진흥원 (NIPA)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면접 및 평가위원

•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강사

• (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현)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문학사)

• 경희대학교 GIP 졸업(국제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학력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권리

• 과거 시민은 세금 납부, 예산 결정은 시의회, 실행은 행정기관이 담당

• 점차로 의회 및 행정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확대

• 시민의 참여예산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서울시의 경우 2012년 250명의 참여예산 위원에서 2015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 (서울시민의 1%)      

• 2015년 (103,531명)              • 2016년 (109.938명)               • 2017년 (116,943명)

• 2018년 (120,801명)              • 2019년 (156,390명)               • 2020년 (101,232명)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 서울시의 경우 구단위에서 2020년 25개구 중 24개 구가 참여

• 동단위에서 2020년 145개동 참여, 2021년 166개동 참여 예정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

• 2020년 8월 숙의예산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숙의예산(참여예산) 필요성에 94.4% 동의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시민의 참여예산의 참여 규모 확대

• 기존 계속사업까지 범위 확장

• 시민이 참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 확대 7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시민의 참여예산 참여 범위 확대

•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숙의회의 84회, 공감 및 의견 제시 10,772건

• 숙의대상사업 선정에서 최종 예산안까지 함께 결정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의 교육적 기능

• 참여예산을 통해 예산 및 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 참여 확대

• 참여예산 위원 활동 후 타 위원회 참여

시민의 자원봉사 의식 제고 및 활동 확대

• 참여예산 위원들의 활동 퇴근 이후 (오후7시~11시) 

• 온라인 투표 등

•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회의 확대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시민사회와 행정의 소통

• 시민의 참여로 공무원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공무원은 시민의 실생활에 대한 정책 수용 기회 확대

시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안

• 시민 생활에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제안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채택 확대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시민사회와 행정의 민관협치 발전에 기여

•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과 행정의 협치 영역 확대

•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협치 확대

- NPO지원센터 운영, 시민단체의 민민사업 지원 등

공익활동가 육성

• 참여예산제를 통해 마을자치, 자치구 협치 등의 확대를 통해 공익활동가 배출 및 육성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의 설계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

✓ 참여 민주주의 : 국가 정치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 국가 정치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실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식적 노력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



왜? 우리는 참여예산을 하려고 하는가?

참여예산제의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 브라질에서 출발한 참여예산제는 세계적으로 확대

- 미국(뉴욕),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등

- 참여예산제 국제회의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대륙에서 개최

• 2012년 출발 이후 규모 확대, 다양한 참여 방안 확대 등으로 인구 1000만 대도시 서울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 증가

- 서울참여예산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정책 전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