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보령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916 1,916 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16

주민주도형 웅천읍 주민쉼터 공원 조성 5
주민주도형 웅천읍 관당3리 돌 석축 및 배수로 공사 18
주민주도형 웅천읍 성동2리 마을안길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 20
주민주도형 웅천읍 대창6리 배수로 정비 10
주민주도형 웅천읍 구룡2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웅천읍 성동1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웅천읍 대천1리 마을안길 석축 공사 20
주민주도형 웅천읍 수부,죽청 배수로 정비공사 17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1리(학교앞) 배수로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1리(대섶말)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보령2리(구거) 배수로 복개 18
주민주도형 주포면 마강1리(열녀문)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1리(원당)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1리 배수로 설치 5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2리 쉼터 펜스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포면 봉당2리 제방 포장 공사 16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배수로 확장 5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배수로 정비 7
주민주도형 주포면 관산리 농로 정비 4
주민주도형 주포면 연지리(가줄저수지) 주민쉼터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주교1리(195-1) 마을쉼터 조성 20
주민주도형 주교면 송학3리(968-1) 도로변 화단 조성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관창3리(1031-31) 마을쉼터 설치 16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1리(107-11) 마을쉼터 설치 17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4리(1287-4) 마을공원 조경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관창1리(394-10) 도로섬 조경공사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3리(1050-4) 마을쉼터 조경공사 10
주민주도형 주교면 신대2리 점촌 노인회관 비가림막 설치 7
주민주도형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소공원 조성공사 20
주민주도형 오천면 영보1리(석소) 콘크리트 포장 30
주민주도형 오천면 원산3리 복지회관 쉼터 설치 25
주민주도형 오천면 원산1리(진고지) 마을안길 확포장 25
주민주도형 오천면 교성1리(자연) 배수로 정비 2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오천면 오포3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1리 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1리 마을안길 포장 15
주민주도형 천북면 하만3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학성4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1리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설치 20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3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천북면 사호3리 화단 조성 5
주민주도형 천북면 장은4리 벽화그리기 조성 10
주민주도형 천북면 장은4리 아스콘 덧씌우기 10
주민주도형 천북면 신덕1리 마을정자 설치 12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1리 마을안길 개선 10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2리 마을쉼터 조성 15
주민주도형 청소면 신송3리 배수로 설치 10
주민주도형 청소면 죽림3리 배수로 정비 9
주민주도형 청소면 재정1리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청소면 재정2리 마을안길 정비 18
주민주도형 청소면 정전1리 마을쉼터 보수 3
주민주도형 청소면 야현2리 마을쉼터 보수 5
주민주도형 청소면 장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청소면 장곡1리 마을쉼터 조성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마을정자 도색 및 보수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쓰레기 수거함 설치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청라면 가로변 공원화 사업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마을안길 보수 20
주민주도형 청라면 소양1리(스무티) 마을정자 설치 30
주민주도형 청라면 은행나무 공원 조성 10
주민주도형 청라면 은고개길 마을 등산로 야외의자 설치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주민자치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32
주민주도형 남포면 주민자치문화센터 공원 정비 20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항2리(밤섬) 쉼터 설치 18
주민주도형 남포면 삼현3리 생활환경 정비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기1리 마을회관 주변 경관개선 12
주민주도형 남포면 양항1리(양아) 경로당 광장정비 10
주민주도형 남포면 신흥2리 경로당 쉼터 설치 18
주민주도형 주산면 증산리 면경계 이정표 설치 5
주민주도형 주산면 면민식당 리모델링 및 조리물품 구입 4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산면 화평1리 운동기구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산면 동오1리 배수로 안전시설 10
주민주도형 주산면 주야1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산면 3·1 독립만세운동 상징거리 조성 20
주민주도형 주산면 신구2리 마을진입로 하수구 복개 8
주민주도형 미산면 도화담2리 용배수로 설치 15
주민주도형 미산면 늑전리 농로포장 13
주민주도형 미산면 봉성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 20
주민주도형 미산면 은현리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미산면 옥현1리 쉼터 보강 12
주민주도형 미산면 내현리 농로포장 및 선형 개량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대농리 못골앞 배수로 정비 5
주민주도형 미산면 늑전리 진입로 인도 설치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풍계리 마을안길 핸드레일 설치 10
주민주도형 미산면 풍산리 마을진입로 포장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개화2리 배수로 설치 3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4리 독거노인 공동생활방 야외화장실 설치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4리 분리수거함 설치 10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5리 배수로 확장 공사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6리 용수보 및 용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성주6리 세아아파트 주변 정비 15
주민주도형 성주면 개화3리 산책로 징검다리 설치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봉황산 등산로 정비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죽정2통 주민쉼터 조성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대천16통 주민쉼터 조성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마을방송장비 교체 25
주민주도형 대천1동 대천천 꽃동산 조성 20
주민주도형 대천2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4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무학아파트 진입로 개설 1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19통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15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0통(신한연립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8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1통(대천여중 앞) 화단 조성 5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동 일원 벽화 그리기 1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26통 배수로 설치 20
주민주도형 대천2동 대천33통 (대천휴먼시아) 펜스 설치 8
주민주도형 대천3동 화산2통 농로진입 배수로 복개 20
주민주도형 대천3동 화산1통 배바위 수로 복개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대천3동 휴먼시아 뒤 마을안길 포장 18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2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3통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3동 동대2통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2통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 1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2통 농로 포장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15통 마을 홍보 게시판 설치 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15통 잔디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7통 잔디등 설치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7통 생활체육시설 설치 10
주민주도형 대천4동 명천3통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20
주민주도형 대천4동 쉼터공간을 활용한 엉뚱책방 설치 15
주민주도형 대천5동 남곡2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주민주도형 대천5동 남곡3통 이주단지 주차 공간 확보 30
주민주도형 대천5동 신흑통 배수로 정비 18
주민주도형 대천5동 요암1통 마을안길 확포장 20
주민주도형 대천5동 요암3통 농로포장 22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48.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