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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중기 4년 자체 비예산 ○ 100

1  추진배경(사업목표)

❍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적 개선ㆍ보완을 통한 내실운영 도모

❍ 민선7기 공약사업「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실시」의 성공적 추진 노력

2  현황과 문제점

❍ 실질적 주민제안ㆍ주도ㆍ참여예산이 아닌 단순 실적 위주 운영 급급

    - 매년 부서 수요에 의한 필수ㆍ계속사업 위주 참여예산 운영으로 취지 퇴색

❍ 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으로 편향

    -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ㆍ확인ㆍ검증ㆍ평가를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 기존 官 주도ㆍTop-down 방식으로 소수 주민참여와 무관심 일관

    - 자칫 예산 밀어내기, 억지 소화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우려 발생

3  실시과정과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 기존 예산학교, 설문조사, 지역회의 등 예산 참여기구의 지속 내실운영

예산학교 개최 예산편성 설문 지역회의 활동 참여기구 운영
 ▪재정여건ㆍ현황 등 설

명

 ▪참여예산 관련 특강

⇨  ▪오프라인 설문

 ▪온라인 설문
⇨  ▪주민의견 수렴

 ▪건의사업 제출
⇨  ▪구민(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5월~6월 7월~8월 7월~9월 10월~11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실시

❍ 준비단계 - (기존방식 유지보완)

    － 주민참여예산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존방식 유지ㆍ보완



(사업제안)

⇨
(사업구체화)

⇨
(사업결정)

⇨
(예산반영)

건의사업
요구사업

사업 검토
계획 수립

심의ㆍ조정
우선순위결정

의결

주민, 부서 부서 위원회 의회

❍ 중간단계 - (주민공모 시범운영)

    - 주민참여예산 변화에 대한 저항 및 혼선 최소화를 위한 연습ㆍ체험

    - 주민공동체 중심 참여예산의 실전형 사전 학습ㆍ체험으로 역량 강화

(사업제안)

⇨
(사업구체화)

⇨
(사업결정)

⇨
(예산반영)

제안ㆍ공모
사업 검토

계획 수립

심의ㆍ조정

우선순위결정
의결

주민 洞 洞 자생단체 의회

  ❍ 정착단계 - (기존방식 탈피변화)

    - 실질적 주민참여ㆍ주도적 주민제안을 위한 기존방식 탈피ㆍ변화

(사업제안)

⇨

(사업구체화)

⇨

(사업승인)

⇨

(예산반영)

동 회의

(마을계획단)

지역조사ㆍ의제도출

순위결정ㆍ계획수립

공론화ㆍ주민총회 

운영

승인 의결

주민자치회 등 (*)주민공동체 (**)위원회 의회

* (주민공동체) 사업 조사ㆍ결정ㆍ추진 등 참여예산에 대한 총체적 권한 행사

**(위 원 회) 旣 위원회는 주민공동체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권 행사

4  주요성과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추진

    － (추진기간) 2019. 1. ~ 12. / 시범사업

    － (추진흐름) 주민제안(1월) ‣ 심사선정(2월) ‣ 예산편성(3월) ‣ 사업추진(4월~)

    － (사업내용) 지역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강화 / 프로그램 중심

    － (예산편성) 제1회 추경예산 / 18개 사업, 96백만원 동별 편성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추진

    － (추진기간) 2020. 1. ~ 12.(연중)

    － (추진흐름) 주민제안(8월) ‣ 심사선정(8월) ‣ 예산편성(9월) ‣ 사업추진(2020.2월~)

    － (사업내용) 지역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강화 / 프로그램 중심



    － (예산편성) 2020년도 본예산 / 20개 사업, 115백만원 동별 편성

  ❍ 2021년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1. 1. ~ 12. (연중) / 동별 자치 계획 수립 후 추진

    － (사업규모) 120백만원 / `21년 본예산 반영예정(동별 10백만 이내 실링제)

    － (추진방법) 동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발굴·결정 된 의제 실행

    － (추진절차) 의제발굴(7월)‣심사선정(8월) ‣예산편성(9월) ‣사업추진ㆍ평가(1월~)

 ❍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협약 체결

    － (일시/장소) 2019. 4. 22.(월) 17:00 / 구청 중회의실

    － (협약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 1년

    － (협약내용)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공동연구ㆍ확산 및 지원 / 모델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개발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2019. 12. 10.(화) 16:00 / 구청 중회의실

    － (참석대상) 20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연구단, 대덕구직원 등

    － (보고내용) 알기 쉬운 주민예산서 개발 등 그간 성과물 보고 및 향후 적용 관련 논의

  ❍ 2020년 대덕구 알기 쉬운 주민예산서 작성

    － (구    성) 제1장 기초지식편, 제2장 자료편, 제3장 주요사업설명서(총 89개)

    － (주요내용) 각 부서별 주요사업 등 대덕구의 예산을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전달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ㆍ공모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연구 지속추진

  ❍ 2020년도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개최(10월 중) 등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구 운영

     - 코로나19로 사전 비대면 서면심의 후 분과별 온라인 회의 개최 예정

사업부서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송선헌 담당자 노승민 ☎ 608-6053



붙임1)

2019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ᆞ공모사업 예산편성 현황

(3. 29. 현재 / 단위 : 천원)

동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요구 예산편성

총계 21개 신청(18개 편성) 109,050 96,250

소계 3개 신청(3개 편성) 10,000 10,000

오정동
• 활기차고 건강한 동네 만들기 201-01 4,000 4,000
• 우리아이를 위한 엄마독서 교실 201-01 4,000 4,000
•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 가기 201-01 2,000 2,000

소계 2개 신청(2개 편성) 10,000 10,000

대화동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대화 셔틀콕 프로그램 201-01 3,000 3,000

• 대화동 옛거리 보존책자(사진) 만들기
201-01 5,500 5,500
301-09 1,500 1,500

소계 2개 신청(2개 편성) 10,000 10,000

회덕동
•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201-03 2,000 2,000
• 우리 동네 한바퀴 201-03 8,000 8,000

소계 3개 신청(2개 편성) 10,000 7,200

비래동
• 비래동 어르신 우울탈출 프로젝트 201-03 5,200 5,200
• 경로당 방문민요교실(미편성) 201-03 2,800 -
• 찾아가는 비래마을극장 201-03 2,000 2,000

소계 1개 신청(1개 편성) 9,900 9,900

송촌동 • 송촌동 종합커뮤니티센터 카페 조성 사업
401-01 3,000 3,000
405-01 6,900 6,900

소계 1개 신청(1개 편성) 2,000 2,000

중리동 • 가온봉사단과 함께하는 뽀송뽀송 나눔의 날 201-03 2,000 2,000

소계 1개 신청(1개 편성) 10,000 10,000

법1동 • 공원 busking(거리 공연) & 시네마 극장 201-03 10,000 10,000

소계 2개 신청(1개 편성) 10,000 5,000

법2동
• 이웃을 살피는 상담교육 201-03 5,000 5,000
• 맛봐! 계절김치 지원(미편성) 201-03 5,000 -

소계 2개 신청(2개 편성) 10,000 10,000

신탄진동
• 실버판스포츠 201-03 5,000 5,000
• 회망드림과 함께하는 환경드림 201-03 5,000 5,000

소계 2개 신청(1개 편성) 10,000 5,000

석봉동
• 동네 한바퀴 사진전

201-03 4,040 4,040
301-09 960 960

• 동네 책방-북카페 사업(미편성)
201-03 3,936 -
301-09 1,064 -

소계 1개 신청(1개 편성) 10,000 10,000

덕암동 • 덕암마을 꿈나무 초록애(愛) 장터 201-03 10,000 10,000

소계 1개 신청(1개 편성) 7,150 7,150

목상동 • 음악이 있는 목상 영화제
201-03 6,750 6,750
301-09 400 400



붙임2)

2020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ᆞ공모사업 예산편성 현황

◎ (총괄현황) 20건 115,480천원 (단위 : 천원)

동 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오 정 동
▸활기차고 건강한 동네만들기 5,000 201-01

▸신나는 오정동 워터파크 5,000 201-01

대 화 동

▸대화동 친환경 마을 가꾸기 3,000
201-01,03

301-09
행사축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대화 한마당 6,400
201-03
301-09

행사축제

회 덕 동
▸행복나눔 휠체어 대여사업 1,000 201-03 행사축제

▸우리 동네 열린음악회&영화제 9,000 201-03 행사축제

비 래 동

▸행복한 노년, 은빛 힐링 프로젝트 5,000 201-03 행사축제

▸우리동네 사랑방 비래 북카페 조성 5,000
201-01
405-01

송 촌 동 ▸가족과 함께하는 대덕문화체험 10,000
201-03
301-09

행사축제

중 리 동 ▸중리동 가족캠프 ‘어울림’ 7,080
201-03
301-09

행사축제

법 1 동
▸하절기 매봉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4,800 201-03 행사축제

▸(어르신 자아 존중감 향상)아름다운 인생여행 5,200 201-03 행사축제

법 2 동
▸계절김치 다있소 5,000 201-03 행사축제

▸저소득어르신 웰-다잉(Well-Dying) 5,000 201-03 행사축제

신탄진동
▸희망드림과 함께하는 ‘청정 마음을 담아요’ 5,000 201-03 행사축제

▸통장협의회 커피 메이킹 프로그램 사업 5,000 201-03 행사축제

석 봉 동 ▸명품 꽃길 조성 10,000 206-01

덕 암 동
▸마을방송국 「덕암채널」 운영 4,000

201-01
301-09

행사축제

▸행복한 이별연습, 웰다잉(Well-Dying) 교육 5,000 201-03 행사축제

목 상 동 ▸목상마을 문화제 10,000 201-03 행사축제



붙임3) 

2021년 주민제안ᆞ공모사업(주민자치예산) 예산편성(예정) 현황

연번 사업제안 사    업    명
소요사업비

(천원)
추진
부서

총 계 15개 건 120,000

1
오정동 주민자치회

(608-4621)
야간달빛체조 10,000 오정동

2
대화동 주민자치회

(608-4641)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요리조리 10,000 대화동

3
회덕동 주민자치회

(608-4661)
우리동네 아름다운 배려의자 10,000 회덕동

4
비래동 주민자치회

(608-4681)
비래동 꽃길 만들기 10,000 비래동

5
비래동 주민자치회

(608-4681)
주민자치 이야기 – 선진지 탐방 5,000 비래동

6
송촌동 주민자치회

(608-4719)

주민친화형 횡단보도 장수의자 

디자인 및 추가 설치 
10,000 송촌동

7
중리동 주민자치회

(608-4721)

2021 음악과 빛이 흐르는        

마을축제
10,000 중리동

8
법1동 주민자치회

(608-4741)

법1동 주민자치 바로 알기 – 
선진지 탐방

6,500 법1동

9
법1동 주민자치회

(608-4741)
행복을 나누는 법1동 ‘이웃의 맛’ 3,500 법1동

10
법2동 주민자치회

(608-4771)
법2동 마을 스토리텔링 4,000 법2동

11
법2동 주민자치회

(608-4771)
男스토랑(요리교실) 6,000 법2동

12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608-4781)

신탄진동 굴다리에서 갤러리로  

프로젝트
10,000 신탄진동

13
석봉동 주민자치회

(608-4801)

석봉동 “ 볼 곳 ㆍ 머물 곳” - 

마을지도 
10,000 석봉동

14
덕암동 주민자치회

(608-4839)
함께 나눠요! 덕암동 공유 주방 10,000 덕암동

15
목상동 주민자치회

(608-4841)
마을을 사랑하는 청소년 10,000 목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