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석한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목 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 근 거

  ·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 2. 20.

 ❍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운영

  · 공   모: 8억원(시비 5억원, 구비 3억원)

  · 대상사업: 구소관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업

  · 추진과정

    - 사업공모(3. 12~4. 30): 시민 대상 사업공모

      → 접수결과: 348건 15,465,569천원

    - 행정검토(5. 11~6. 3): 사업추진부서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구분 건수 사업비(천원) 비고

총계 348 15,465,569

적정 사업 78 1,797,875

부적정 사업 245 7,753,500 사업타당성, 수혜도 낮은 사업 등

부적격 사업 25 569,100 법률, 공익에 저해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월)

      → 1차심사(서면, 7.1.~7.7): 160% 사업 선정(66건 13억원)

      → 현장조사: 1차 심사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15곳 선정, 확인 

      → 2차심사(분과별 대면심사): 130% 사업 선정(55억 10억원)

    - 주민투표(7. 20~7. 25): 온라인투표, 투표안내소 운영

                           → 주민 1,329명 참여

    - 총회(7. 29): 지역참여형사업 및 동지역회의사업 최종승인

       ※ 선정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주민투표(30%)

 ❍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운영

  · 사업규모: 325백만원(시비195백만원, 구비130백만원)

  · 대상사업: 동단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사업

  · 추진과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회의 개최 횟수 축소

    - 동지역회의 구성(3월): 희망주민, 성별‧연령 고려하여 구성

       → 13개 지역회의 구성(지역회의별 20~30명 모집)

    - 1차 동지역회의(6월): 지역회의 안내 및 사업발굴

       → 사업발굴결과: 156건 3,218백만원

    - 2차 동지역회의(7월): 사업심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행정검토(7월): 사업추진부서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 적정사업 45건 371백만원, 부적정‧부적격사업 111건 2,847백만원 

    - 3차 동지역회의(7월): 주민투표, 최종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실시

  ·기    간: 2020. 10. ~ 12월

  ·대상사업: 2020년추진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 31건 401,900천원 

             ※ 시비사업: 대구시에서 추진

  ·추진과정

    - 1차 서면점검: 예산부서

    - 2차 현장점검: 동별 모니터링단(주민등 4명)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 및 2021년도 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홍보 강화

    -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활용

    - 남구 소식지, 전광판, 구정홍보 DID 등 활용

    - 현수막, 전단지, 홍보물품 활용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대구시 연계)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

                                                        (단위: 천원)

사업구분
합계 시  비 구  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계 81 1,288,000 43 859,000 38 429,000

지역참여형 사업 41 799,000 21 500,000 20 299,000

동지역회의 사업 38 319,000 20 189,000 18 130,000

시정참여형 사업
(대구시 추진) 2 170,000 2 170,000 - -

※ 시정참여형 사업: 남구 최종선정사업 8건 870백만원 중 구 예산에

                   편성된 사업기준으로 표기



 2021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 개요

  · 목    표: 2021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 기    간: 2020. 8. 20(목) ~ 8. 31(월)

  · 방    법: 설문지, 인터넷(남구청 홈페이지)

  · 참여인원: 351명(설문지 322명, 인터넷 29명)

  · 내    용: 재정운용방향 및 기본항목 17개

 ❍ 참여자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351명으로 남성 41%, 여성 59%로 여성이

     18%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 50대가 19%, 40대가 21%, 30대가 28%, 20대

     이하가 24%로, 30대이하의 참여가 전체 응답자의 52%를 차지함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권역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으며,

  · 직업분포는 개인사업자 9%, 전문직 4%, 공공기관 36%, 회사원 8%

     기타(주부 등) 43%로 주부‧일용직 등의 기타직종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짐.

 ❍ 설문내용 분석

  ·설문조사 결과 우리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순위는

    1) 지역경제 분야            : 191명(36%)

    2) 교육․문화․체육 분야       : 98명(18%)

    3) 사회복지 분야            :  82명(15%)

    4) 환경ㆍ청소ㆍ공원녹지분야 :  68명(13%)

    5) 도로·교통 분야           :  54명(10%)



  ·역점 추진분야 설문에서 1위의 지역경제분야의 우선 투자분야는

    1) 디딤돌사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   : 111명(29%)

    2) 중소기업 지원                    : 75명(20%)

    3)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 75명(20%)

    4) 도심개발 활성화                  : 62명(16%)

    5) 재래시장 활성화                  : 48명(13%)

  ·내년도 투자, 지원을 줄여야 하는 분야는

    1) 도로, 교통분야           : 121명(26%)

    2) 사회복지분야            : 103명(22%)

    3) 교육, 문화, 체육분야     : 77명(17%)

    4) 환경, 청소, 공원녹지분야 : 69명(15%)

    5) 지역경제분야            : 45명(10%)

    6) 재난, 방재분야          : 32명(7%)

    7) 그 외 기타              : 18명(4%) 

  ·2021년도 남구의 역점 추진분야 설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우선 투자

    의견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경제분야 중에서도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디딤돌사업 등 사회적 일사리사업 확충 29%, 

    중소기업 지원 20%, 지역특화사업 발굴 20%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2021년도 남구의 투자 및 지원을 줄여야 하는 분야에 대한 설문에

    도로, 교통분야 26%, 사회복지분야 22%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목록

                                                                         (단위:천원)

별첨 1  2021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 현황

연번 제안사업명 사업부서 재원 사업비

　 　 합계 799,000

1 무인택배함 설치 제안 미래안전과 시비 14,000

2 우리동에도스마트무인방범택배함 설치해 주세요 미래안전과 시비 14,000

3 이천어울림도서관로비를 미니미술관으로 만들어주세요
평생교육
홍보과

시비 20,000

4 앞산별자리이야기터널 야간조경등 정비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시비 50,000

5 관광지 조형물설치 및 조명설치사업 문화관광과 시비 30,000

6
대구시티투어와연계한프로그램

(대구관문시장,앞산자락길,안지랑곱창,앞산케이블카체험등)
문화관광과 구비 10,000

7 골목밤길이무서워요. 생활안전 CCTV 설치 요청 민원정보과 구비 14,000

8 안전한 마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정보과 구비 14,000

9 방범용 CCTV 설치(대명10동, 어린이보호구역) 민원정보과 시비 14,000

10
앞산카페거리의 어두운골목길에 LED CCTV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민원정보과 시비 19,000

11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퍼실리테이터 교육 제안 행복정책과 시비 10,000

12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제안 행복정책과 시비 10,000

13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제안 행복정책과 시비 8,000

14 경로당에 투척형 소화기 보급 제안 복지지원과 시비 4,000

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개선 복지지원과 구비 40,000

16 대덕경로당의 오래된 외벽 보수해주세요 복지지원과 구비 12,000

17 청소년 Talk-Concert 개최 복지지원과 구비 8,000

18 찾아가는 학교밖 청소년 축제 제안 복지지원과 구비 8,000

19 대덕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개선해주세요 복지지원과 구비 20,000

20 봉덕시장에 방송시설 설치해주세요 시장경제과 시비 15,000

21 대명시장 노출전선 정비해주세요 시장경제과 시비 40,000

22 우리동네 보다 깨끗하게! CCTV 설치 녹색환경과 구비 3,500



 ❍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사업 목록

연번 제안사업명 사업부서 재원 사업비

23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요청 녹색환경과 구비 3,500

24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만들어주세요 녹색환경과 구비 20,000

25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부착(내용: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시비 15,000

26 대명3동 명동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원녹지과 시비 50,000

27 봉덕동체육공원 깨끗하게 단장해주세요. 공원녹지과 시비 50,000

28 안전취약지 보안등 설치[대표사업] 외 4건 건설과 구비 10,400

29 남구 공영주차장의 보안등 교체해주세요. 건설과 구비 25,500

30 소골목 콘크리트 포장 제안 건설과 시비 50,000

31 고산골 공용주차장의 낡고 오래된 보안등 교체해주세요 건설과 구비 16,500

32 영선시장 입구 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시비 50,000

33 아스팔트 덧씌우기 건설과 구비 32,000

34
우리동네 대덕초등길 50과 골안길 132에 교차로 알림이 설

치해주세요
교통과 구비 20,000

35 우리동네 교통안전은 스마트 교차로알림이로 지켜주세요 교통과 시비 10,000

36
봉덕2동 효성중앙길 90 앞 교차로에 교차로알림이 설치제

안
교통과 구비 10,000

37
앞산순환로87길 77 교차로와 현충로6길 29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요청
교통과 시비 17,000

38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과 구비 2,000

39 교차로 알리미 설치 교통과 시비 10,000

40 사거리 교차로 알림이 설치해주세요 교통과 구비 10,000

41 교차로 알림이 설치 제안 교통과 구비 20,000

연번 제안사업명 사업부서 재원 사업비

　 　 합계 170,000

1 신천둔치 족구장 시설물 개선해주세요(남구 봉덕동) 공원녹지과 시비 100,000

2 대명시장 옥상정비 및 노후건물 보수해주세요 시장경제과 시비 70,000



 ❍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사업 목록

                                                                          (단위:천원)

연번 제안사업명 지역회의 재원 사업비

　 　 　합 계 319,000 

1 삼거리 교차로  알림이 설치

이천동

구비 10,000

2 교차로 알리미 설치 시비 7,000

3 교차로 알리미 설치 시비 7,000

　 　 소 계 24,000 

1 이팝꽃 마을축제

봉덕1동

구비 10,000

2 교차로 알리미 설치 시비 14,000

소 계 24,000

1 우리 동네  재능기부자들!!

봉덕2동

시비 8,000

2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동네 예술단 시비 3,000

3 공룡들의 수다(봉덕2동  동네소식지) 구비 10,000

4 갈까 말가 뭐있노? 공룡  마을장터로 가볼까? 시비 4,000

소 계 25,000

1
주민들이함께즐기는마을축제,

 삼정골자치한마당개최 봉덕3동
구비 10,000

2 방범용CCTV 설치 시비 14,000

소 계 24,000

1 교차로 알리미  설치

대명1동

구비 10,000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시비 3,500

3 전봇대 쓰레기 투기 방지  꽃화분 설치 시비 4,500

4 교차로 알리미 설치 시비 7,000

소 계 25,000

1 물베기마을  주민 어울림마당

대명2동

구비 10,000

2 안전하고 아름다운  우리동네 벽화거리 시비 10,000

3 우리지역 아름다운  아이맘센터 시비 5,000

소 계 25,000

1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입구 가로등 정비

대명3동

구비 5,000

2 대명3동 마을축제(종지골 마을축제) 시비 15,000

3 우리가족 추억 만들기 구비 5,000



연번 제안사업명 지역회의 재원 사업비

소 계 25,000

1 성명놀이터 포장재 교체

대명4동

시비 15,000

2 음식물 쓰레기통 거치대 설치 구비 6,500

3 영유아 가베놀이 부모강사 양성 과정 구비 3,500

소 계 25,000

1 인도블록 교체

대명5동

시비 3,000

2 대구은행 대명동지점 뒷편 골목 정비 구비 10,000

3 배수지 마을축제 시비 12,000

소 계 25,000

1 대명6동 주민자치한마당(주민축제와 연계한 주민총회)

대명6동

시비 15,000

2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세요 구비 3,000

3 교차로 안전 깜빡이 등을 설치해 주세요 구비 7,000

소 계 25,000

1 쓰레기 분리수거함(클린하우스) 설치
대명9동

구비 10,000

2 교차로 알림이 설치(2개소) 시비 14,000

소 계 24,000

1 주민 쉼터 음수대 설치

대명10동

구비 7,000

2 가정용 방역물품 대여 사업 구비 3,000

3 교차로 알리미 설치 시비 14,000

소 계 24,000

1 교차로 알리미  설치

대명11동

시비 14,000

2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서부정류장역) 구비 4,000

3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구비 6,000

소 계 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