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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민참여예산제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정한 참여와 

숙의, 권한 부여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가는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해볼 일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보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나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험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제도 요인과 민관 

행위자 요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일종의 성공사례로 일컫는 관악구 사례조차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인 참여, 숙의, 권한 부여,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악구는 일종의 결정적(critical or crucial) 사례, 

다시 말해 ‘만약 여기서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의의도 존재한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참여, 숙의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인 한국연구재단(NRF-2013S1A5A2A03044417)

의 지원 및  2016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

(#SNUAC-2016-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 연구의 사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16년 2학기 ‘시민정치론’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참여 관찰한 ‘관악구 시민정치’ 여섯 가지 사례 중 

하나다. 지역기반/참여관찰 시민정치 수업의 일환으로 관악구의 참여예산제도, 의정

감시, 도시재생, 교육, 환경, 사회적경제 사례를 분석했으며 『관악구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여섯 가지 시민정치 사례』 (서울: 푸른길, 2017)로 출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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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988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장에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의 대표 올리비우 두트라(Olivio Dutra)가 당선되었다. 공약

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지출’과 ‘대중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세운 두트라와 PT정권은 일반 주민을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시키

기 시작했다. 지역총회와 대의원 포럼, 그리고 예산평의회를 개최해 각 구역 

대표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

다. 이로써 후견주의적 정치문화가 팽배하던 브라질의 한 도시로부터 주민참

여예산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가 탄생했다(Abers 1998; 

Baiocchi 2003). 주민의 수요를 직접 받아들여 공공재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권한을 이양 받은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시민행동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브라질

의 다른 도시와 세계 여러 지역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와 결합된 형태로 각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며 민주주의의 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Smith 2009).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처음에는 분권화와 시민사회의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상향식 제도 정착이 유도되었지만, 전국 차원의 실제 도입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전국의 모든 시와 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자치적인 조직구성보다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주도 하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권리를 광범위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부

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면이 여럿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참여에 대한 자긍심 결여로 인한 낮은 참여율 

역시 문제로 평가되기도 한다(정우열 2014).

주민참여예산제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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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숙의, 권한 부여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가는 경험적으

로 분석하여 검증해볼 일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보고 

있다.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수준

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한국학술정보(주)

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 KISS에는 총 32건의 관련 연구논문이 

검색되는데1) 이 중 구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는 초기에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던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 대한 연구 포함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

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즉 본 연구의 관악구 사례는 기존에 등한시되어온 현상에 

대한 탐사적(exploratory), 폭로적(revelatory) 사례연구로서의 의의가 있

다.2)

본 연구의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는 예시적(exemplary) 사례연구로

서의 의미도 있다(Yin 2009). 관악구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하였으며, 주민자치기본조례와 운영조례에 의거해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등을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동 수준의 지역회의와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심의하는 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모두 제도적으

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와 관악구가 유일

하며 전국적으로도 18곳밖에 존재하지 않는다(윤성일 외 2016). 또한 관악

구는 과거 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관악주민연대에서 이어져오는 시민활

동의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참여가 다른 구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신명호 2000). 다음 장에 살펴보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성 

과정과 운영에 있어 관악구 시민단체 연합체인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의 역

할이 두드러진다. 즉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나아가 다른 기초

1) 제목에 주민참여예산제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의 수며, 참여예산제를 사용하는 논문

의 수도 39개로서 역시 기초보다는 광역 내지는 이론 및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2) 예외적으로 이지문·권자경(2015)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으로서 특정 자치구 사례에 대한 심층적 사례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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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험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제도 요인과 민관 행위자 요인에 대한 일반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사

례라 할 수 있는 관악구 사례조차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참여, 숙의, 권한 부여,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악구는 일종의 결정적(critical or crucial) 

사례, 다시 말해 ‘만약 여기서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의의도 존재한다(Yin 2009). 즉 우수한 예시적 

사례로 평가받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조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

악된다면, 이는 다른 일반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일개 구 수준의 주민참

여예산제 연구일지언정, 본 연구의 분석(analysis)과 처방(prescription)은 

다른 사례에도 적용·활용될 수 있는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석을 위해 관악구의 조례 

및 관련 문헌연구를 참고하였고, 직접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장, 관악구 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과 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참여예산 초대 

위원,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관악구 참여예산 네트워크 대표, 주민참여예산

제에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경험이 있는 관악구 주민, 지역회의 위원장과 

관악구 기획예산 담당 공무원 등을 직접 인터뷰하였고, 2016년 10월 6일 

주민참여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여한 26명의 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또한 유종필 현 관악구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3) 

3) 비록 이 연구에서 민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주민, 특히 

참여예산위원 대상 인터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민의 견해가 상대적으

로 크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중심의 관점은 기존에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던 영역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를 살려 관악구의 현 상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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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역사와 제도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배경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화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은 조례안이 관악구의회에서 유의미한 반대 

없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작용했다.4)

그러나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에 있어 특별히 주목할 점은 ‘주민의 

역할’이다. 특히 관악구의 여러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는 2010년 이래로 약 7년간 제도 도입 및 정착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2010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이 유종필 구청장에 의해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참여예산제 

제정을 위한 관악네트워크”가 조직되었고, 후에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했다(좋은예산센터 2014).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유종필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약 1년 반 동안 일부 구의원

과 협력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나갔다. 동별 지역회의 규정을 추가하고 

참여예산위원회 정원을 구청장안의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

화가 있었다. 수정을 거친 조례안이 의원발의를 거쳐 구의회를 통과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순조로운 제도 정착에 있어서도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했

다.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들의 동원과 교육에 힘썼다. 관악구에서 

특히 활동가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촉진적일 수 있었던 것은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90년대 초반부터 철거민 문제 등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관악구 

내에 활동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

4) 참여예산위원 인터뷰 및 구청장 질의에 따르면 구의원은 대체로 참여예산제도가 

자신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한다고 여겨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받았다. 이러한 

반응은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도 

초기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다만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정 사례와 같이 시민 활동가들과의 교류 경험이 많은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은 오히려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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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구청장 간담회를 

주도하고, ‘참여예산길라잡이’로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는 한편 주민위

원들에게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장인 예산학교를 설립했다(좋은예산센터 

2013). 이후 예산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어 지역회의에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참여가 

지나치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관변단체 출신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 회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예산

위원회나 지역회의에 들어가 활동했다. 관변단체 소속 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공무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거나 관 주도 사업이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예산

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관악구 참여예산제가 정착·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2016

년 관악구는 참여예산 사업에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5) 사업대상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는 제한을 두고 있다. 매년 3월경 새로운 동 지역회의 위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한다. 지역회의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주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동마다 자율

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회의의 기능은 지역 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역회의의 추천 인원과 공개 모집

을 통해 모집하고, 예산학교에서 참여예산제와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받는다.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정식으로 위촉되고 나면 참여예산위원들

은 소관 분과를 정하고,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분과위원장과 같은 임원

을 선출한다. 

주민이 직접 구청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혹은 지역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제안하고 나면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 관련 부서에 사업안을 분배하

5) 같은 해 관악구 전체 예산은 5,052억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참여예산액 비율은 

약 0.18%이다. 권혁준 외(2015)에 의하면 참여예산이 총예산의 1% 미만인 기초자

치단체는 13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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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련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는 바는 없는지, 이미 시행되거나 유사한 사업

은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참여예산위원회

에 보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분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심의한다.

구 참여예산위원들은 사업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해 사업 제안 취지를 직접 

듣는다. 제안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사업 시행 대상이 되는 현장

에 방문하여 제안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해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예산의 130%범위 내에서 접수 건수

와 금액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배정하여 조정협의회로 사업을 올려 보낸다.

“저희는 일단 제안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아요. 최종적

으로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법적,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요 공무원들이 검토를 통해 적정과 부적정 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와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는데 실제 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부적정이라고 공무원들에게 평가를 받았더라도 취지가 괜찮

으면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 현 관악구 참여예산위원(C) 인터뷰 중 -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최종 심의기

구인 조정협의회에서 검토를 받는다. 구청장, 각 부서 과장, 참여예산위원장 

및 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사업을 선정

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더라도 조정협의회에서 제안 사업이 탈락

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예산위원들은 반대하는 공무원들

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작년에 행운동 자치회관/주민센터 보수 사업이 올라왔는데 분과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조정협의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정협의회에서 이것은 원

래 본예산으로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서 참여예산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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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이 아닌 주민자치로서의 주민센터라고 설득했죠. 긴 토론 과정을 

통해 다른 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님까지 나서서 설득을 해주셨고 결국 통과

가 되었어요.”

-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C) 인터뷰 중 - 

<그림 1>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조와 제안 사업 통과 과정

주민

지역회의

구 

참여예산위원회
조정협의회

Ⅲ.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민주주의 구현

그렇다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느 정도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구

현하고 있는가? 기존 문헌을 보면 매우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

산제와 같은 혁신적 민주주의 사례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스미스(Smith 2009)는 포괄성(inclusiveness), 시민통제(popular control), 

숙려(considered judgement),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전이성(transferability)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얼마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시민을 포괄하는가, 시민의 통제를 받는가, 시민의 숙의와 심의에 기초하는

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비용과 부담 측면에서 효율적인

가, 다른 이슈 영역과 상위 정부 사례에 전이·적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2003)는 시민권한강화참여거버넌스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의 이름으로 참여, 심의, 실용성, 

정부의 감독과 조정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한다. 많은 국내 연구 중 굿 거버넌

스 사례연구 분석틀로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김의영 2011). 한국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들도 참여성, 심의/숙의, 투명성, 효율성 등 유사한 기준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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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분석·평가를 시도한다(한국도시연구소 2012; 정상호 2014).

본 연구는 관악구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상위수준 정부로의 전이 가능성을 의미하는 전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보다는 참여, 숙의, 시민통제/권

한부여의 문제를 중시한다. 다른 연구들이 종종 활용하고 있는 투명성은 

큰 틀에서 시민통제의 부분 요소6)로 포함되므로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제외

하여, 결과적으로 참여, 숙의, 권한 부여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는 참여예산제의 동력이 된다.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좋은 사업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이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관악구

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하다. 숙의(deliberation)는 숙의민주주의 혹은 심의민주

주의적인 요소가 참여예산제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가령 참여예산제가 산발적인 민원의 집합소가 아니라 공동선을 

지향하는 진정한 심의 기관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지도 고려 요소가 된다. 

권한 부여란 주민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

로서, 주민이 지자체의 공식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적 결정 권한을 이양 

받았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세 기준에 더하여 본 연구는 민관협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주민참

여예산제의 모델 사례인 포르투 알레그레가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데에는 

관의(state-fostered) 주민 조직화와 정치적 리더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공무원과 기타 외부 행위자(external agent·가령 시민활동가 및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Abers 1998). 여기서 

관의 협력은 조례상 권한이나 가용재원 수치 같은 요소로 포섭되지 않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포괄적인 민관 사이의 협력적 관계가 관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자치능력은 시민사회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6) 투명하게 들여다보일 때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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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시민사회의 조력자(civic enabler)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irianni 2009).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넓고 깊은 

참여에 기초해야 하고, 참여 주민 간에 숙의 작용이 발생해야 하며, 주민들에

게 예산 제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하고, 관의 입장에서 적극적

으로 민과의 협력을 수반하고 또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1. 참여

관악구의 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가 규정

되어 있다. 관악구의 참여예산위원회는 총원이 민간위원 100명이다. 일반적

으로 50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매우 

크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는 참여예산제에 

참가하는 인원 구성이 지나치게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 보다 낮은 단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 단위로 

지역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는 

조례에서 지역회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악구는 은평구, 성동구, 광진

구, 구로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함께 이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이다.7) 참여율과 활동 수준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각 동 지역회의는 위원회에 필요 사업을 발굴, 추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풀뿌리 단계인 동 단위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만큼 건강한 참여예산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단순히 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준을 넘어서 위원들은 

실제로 열의를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2016년도 3차 참여예산위원

회(10월 6일) 전체 회의를 참관해서 살펴본 바, 담당 분과별로 나눠앉은 

테이블마다 위원들이 시행된 사업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있었고, 

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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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에 대한 열띤 비판도 이어져서 회의장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참여 위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위

원회 활동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문항에서 26명의 설문 참가자 중 

8명이 ‘매우 만족’, 15명이 ‘만족’, 3명이 ‘보통’으로 응답해 위원들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제안되는 사업 건수 면에서도 참여가 준수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구 참여예산 사업 제안건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

지 각각 100건, 94건, 89건, 114건, 112건으로 등락이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업 제안이 접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사업 제안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눈에 띤다.

요컨대, 현재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업이 

제안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동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보인다. 

<표1>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 통계자료 – 연령대와 성별
[단위:명]

년도 합계
연령별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 여

2013 97 1 3 7 25 38 18 5 51 46

2014 85 0 2 7 20 29 22 5 48 37

2015 81 7 2 9 15 24 21 3 50 31

2016 59 5 0 5 14 11 22 2 27 32

출처 : 관악구청 홈페이지

우선 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를 검토해보자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97명(해촉 후 83명), 85명, 81명, 59명으로 총 위원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진지한 참여의사가 없는 인원들까지도 위원회 

위원직을 신청해서 비정상적으로 숫자가 높았다가 이제 현실적인 참여 인원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8)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총원 

8) 관악구 참여예산위원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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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세에 비하여 신규 인원의 충원이 상당히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창기에 65%에 육박했던 중년층

(4~50대) 위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30대 이하) 위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 감소했다. 장년층(60대 이상) 위원은 

꾸준하게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년층에 구성비가 집중되었던 초창기에 

비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대표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나, 청년층의 비율의 증가는 위원 총원의 감소와 10대 위원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이다.9) 2~30대 위원의 수가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에

는 20대 위원이 1명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청년층의 비율 

증가를 단순히 참여예산제에 대한 젊은 층의 참여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부족의 문제가 보다 크게 두드러지는 곳은 동 단위의 지역회의다.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절차가 정해져있고, 이 절차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어 일정이 진행되는 반면에 각 지역회의는 자율적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회의 위원장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활동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지역회의가 충실하게 열리는 지역도 있다. 청룡동의 경우 매월 1일을 

정기 지역회의 소집일로 정하고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회의 위원

들의 회의 참석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체적

인 조직화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는 최소한의 회의만이 소집되

며 위원들의 참여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통·반장에게 참여를 부탁해 겨우 인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 비해 환경이 변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분이 등장하면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

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1차적으로 통과가 되었거나 탈락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한 안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 관악구 참여예산위원장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10대 위원의 경우 단순히 예산 위원인 

부모님을 따라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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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회의와 교육이 여섯시부터 아홉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데 

식사 한 끼 제공되지 않는 점에서 서운함을 느낀 주민들이 떨어져나가기 

시작했고, 참여율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초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

다.”

-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대표(D) 인터뷰 중 –

참여 부족의 원인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사람들

이 느끼는 재참여의 유인이 매우 작다는 점이었다. 참여예산위원은 특별한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지만 자신의 헌신

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인터뷰에서 식사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는데, 위원들에게 끼니를 때울 

음식을 제공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위원들이 느끼는 처우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된다. 사업 제안 주민의 경우에도 행정 실무상의 이유로 사업 내용이 수정되

고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효능감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참여자를 매개로 새로운 참여자

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 에이버스(Abers 1998)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한 이유로 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를 들고 있다. 가령 자신들이 제안한 예산이 실제로 

통과되어 큰 길이 놓인 것을 본 다른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효능감이 낮았던 참여자의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주변인에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0)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관악구는 

참여예산 사업 제안 기간에 지역신문이나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 위원들은 위와 같은 현재의 홍보방식이 

크게 효과적이었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관악구민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설문 참여자 

26명 중 3명은 ‘그렇다’, 10명은 ‘보통’, 11명은 ‘아니다’, 2명은 ‘매우 아니다’

를 선택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제도 홍보에 대한 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기

10) 사업 제안 주민(F)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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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이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관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11)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는 별개로 얼마나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참여 의지의 문제를 오롯이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르투 알레그레 시 사례에서처럼 시민사회의 성장과 

관의 개입 정도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시민결사가 더 발전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Abers 1998; Smith 2009). 따라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구청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관심을 

높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2. 숙의

숙의와 관련하여 먼저 관악구는 조례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소양 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록 훈시규정이

나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예산 편성

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

고 있다(제3조). 또 예산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만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제

19조). 나아가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조례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인원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산학

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운영

된다. 지역회의의 경우 동 단위별로 요청이 있으면 조정된 시간에 예산학교가 

방문하여 참여자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접수되면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는 

11) 그러나 구청 기획예산과 팀장과의 인터뷰 결과, 관에서도 홍보의 필요성은 인지하

고 있었으며 주어진 예산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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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상위 단계, 즉 참여예산위원회와 조정

협의회에 회부한다. 심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

와의 만남, 현장 실사를 통하여 검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6년 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심사에서 활용한 현장 확인 평가기준표는 

사업효과성, 사업수혜범위, 반대 민원 발생가능성,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위원의 현장 조사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성, 시급

성, 공공성, 수혜대상, 성 평등, 삶의 질, 사업비 규모의 7개 지표에 대한 

5점 만점의 배점 평가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적정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위원들은 특히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수혜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을 충실히 표출하고 있었다.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로 시급성과 수혜 범위와 같이 실거주민으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최종 결정기구인 조정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의 실무적/전문적 검토의견과 결합한 종합적인 사업평가가 행해진

다. 사업부서에서는 법령ㆍ조례 저촉여부나 기타 예상되는 법적/행정적 문제

의 유무, 추정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여예산안

의 전문성이 보완된다.

또 구 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많아 자기 지역의 이해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심의민주주의적 성격도 엿볼 수 있다. 가령 2015년 사업목록을 

보면, 낙성대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 관악 

성인 문해 한마당,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육 활동 

프로그램, 저소득층에 대한 LED 등 교체 사업, 노약자를 위한 골목길 개선 

사업 등이 눈에 띤다. 2016년 사업 중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위한 인생 수업, 

난곡열린교실,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 노인전용쉼터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교량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참여예산제 활동은 주민을 공동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대화와 

토론의 환경에 노출시켜 심의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덕성을 함

양하는데 기여한다. 제도 초기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위원 간에 

반감이나 거리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일을 같이 하면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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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견들이 불식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 위원들끼리 평소에도 

메시지를 나누면서 교류한 결과 위원회에서도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합의 도출이 더 용이했다는 인터뷰도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위원회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5명, 

‘그렇다’가 14명, ‘보통’이 7명으로 전반적으로 위원회 내에서의 의견 개진이

나 소통이 충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만을 넘어서 결과 면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들 사이에서 각 동의 제1순위 사업을 통과시키도록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참여예산제에서 위와 같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항상 도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6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같은 동의 위원들이 조직

적으로 한 분과에 지원하여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주민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관련되는 

사안을 사업으로 제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더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과시키

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향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참여에서 살펴본 대로 지역회의 차원의 참여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교육 효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

된다. 조례에서는 예산학교의 수료자에 한하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회의에

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는 명칭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보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악구의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제안/심사한 사업이 

이미 다른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구나 동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되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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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사업 제안 및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주민에 대한 구청장의 정보 제공 의무가 한낱 선언적 의미에 

그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권한 부여

한국 지자체의 참여예산제의 권한 부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그 구체적 형태에 대

한 규정은 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 참여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

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를 예로 들며 조례에 구체적인 방법

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참여 

방법을 결정할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 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조례에 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같은 직접적 주민 

참여 기구가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41.5% 

(100개)에 이른다.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거나 임의 규정일 경우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기구가 없다. 이 경우 주민 참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낭비신고나 설문조사에 그쳐, 실질적으로 주민의 결정 권한이 거의 

없는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불과하다. 또 참여기구가 있더라도 공

무원이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주민들이 

공무원의 견해로부터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례상 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강행규정이지만 공무원이 당연직 참여

예산위원인 경우는 전체 지자체의 16.9%(41개)이다(윤성일 외 2016).12)

이에 비하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타 지자체에 비교해 상당한 

12) 이 수치는 윤성일 외(2016)의 연구에서 ‘위원회형,’ ‘지역회의형,’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 중 공무원이 참여예산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경우를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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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먼저 참여예산위원회와 조정협의회, 지역회

의라는 직접적 주민참여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공무원의 개입 없이 100%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

은 분과위원장 등 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조정협의회에 

있다.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어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최종 선정된 사업 예산이 구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정협의회의 

경우 공무원들이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협의회로 보내고, 낮은 순위가 매겨

진 사업을 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검토하고 제외하는 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우선시하는 사업이 대체로 선정된

다. 덕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면 민간 위원들은 비교적 큰 

결정권한을 갖게 된다. 구의회 또한 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에 반영한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표 2> 연도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예산반영 결과 
[단위:건]

예산 반영 연도 2013 2014 2015 2016

최종 선정 구 사업 수 22 34 34 23

예산 미반영 사업 수 1 2 4 0

출처: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2013), 2014년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반영 현황, 2015

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자료, 2016년 조정협의회 선정사업 목록, 2016

년 구 주민참여예산 최종 예산 반영결과

 

문제는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재원이 한정되다보니 단기·소액 민원성 사업 위주

로 편성된다. 총사업비 5천만 원 이하일 것이 제안 사업 요건으로 정해져 

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중장기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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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라는 취지에서 부족한 면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재원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관악구의 경우 

참여예산제에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매해 일반회계 순수 가용재원의 30%가 

주어진다. 가용재원이란 관악구 총예산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고정경비를 

제외한 액수를 뜻한다(관악구청 2013). 참여예산제 도입 초기에는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맡겨졌지만 2015년에는 4억 원 가까이로 감소했다.

 

<표 3> 연도별 관악구 참여예산제 예산규모13)

[단위:백만원]

예산 편성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규모
2,869

(-1,200)

2,000

(+추경편성 

1,200)

840 422 900

출처: 2015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자료 보충

 

이는 관악구의 재정수준과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관악구의 최근 세입·세출 규모는 서서히 증가해왔다.

<표 4>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373,855 417,194 453,510 518,433 554,894 10.4

세출(B) 330,975 360,474 400,323 459,232 483,421 9.9

출처: 관악구 2015 회계연도 결산서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악구의 재정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13) 인터뷰에 의하면 첫 해 원래 주어진 28억 중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편성되지 

못한 12억은 원칙적으로는 잔여예산이 아니어서 이월되기 어려웠지만 참여예산위

원들과 공무원들의 협상 결과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예산액이 증가한 것 또한 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 요구가 구청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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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최근 몇 년간 세입 증가도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악구의 이와 같은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참여예산제에 주어지는 액수가 한정되는 것이다.14) 

<표 5> 2015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분석

출처: 관악구 2015 회계연도 결산서

 

하지만 단순히 재원 규모를 넘어서서 투명성 문제도 있다. 정보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주민은 피상적 지식만 가지고 구정에 관여하

기 어려워진다. 참여예산위원회에 가용예산 세부 내역에 대한 회계 자료는 

주어지지만, 그 해 법적 경비나 가용예산이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구청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예산의 규모 

자체에는 주민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구 전체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의 관계,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 범위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필요 예산을 편성한 뒤 남는 

예산을 할당하고 그 안에서만 주민의 관여가 허락되는 방식은 지자체 재정 

14)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판이한 것은 관악구만이 아닌, 

재정분권과 지방자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하승수 2013). 또한 참여예산

액의 감소는 지자체 전반의 경향일 수도 있다. 권혁준 외(2015)는 지자체들의 예산총

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액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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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감시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여예산제를 

주민 숙원사업 창구가 아닌, 관악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감시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4. 관(官)의 협력

원래 구청의 권한이었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공무

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주민 참여의 위상이 유동적인 대부분의 한국 지자체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구청 공무원 측에서는 예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 이로 인해 

참여예산위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도 상당했다. 초기에 있었던 아래 한 에피

소드는 이를 잘 나타낸다.

“초창기엔 저희가 좀 집요했죠. … 예를 들면 첫 해에 복지환경 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공무원이 다 부적합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산이 5억 

얼마였는데 실제 올라온 게 쓰레기통하고 뭐하고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복지국장님이, 분과장님이 화가 나서 보이콧해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예산도 아예 통과를 못하고, 점수를 안 매겨 버린 거야. … 그래서 3억이 

남는 게 당신들 탓 아니냐 해서 조정협의회에서 4시간을 실갱이한 거야. 이 

3억 어떻게 할 거냐. … 이걸 추경을 하든 뭘 하든 내년 예산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해 예산은 그 해 다 써야 

하는데, 이월시키려니 말이 안 되지. 해라 안 된다 하고 밤 11시까지 했어요. 

행정에서 처음 본 거야. 민간위원회가 (보통) 1시간 만에 끝나는데 4시간을 

하니까. 담당 과장이 나중에 약속을 해줬어요. 내년에 꼭 반영시켜주겠다고. 

그래서 3억을 받아서 그 3억이 늘어난 거지 예산이, 그 다음 해에. 그런 노력들

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지.”

-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초대위원(A) 인터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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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과 민간위원 간의 관계는 이전에 비해 협력과 

신뢰가 축적되었다. 공무원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태도는 개인차가 있고 이에 

따라 협력의 원활함에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공무원 및 구의회가 참여예산위원회에 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명이 ‘매우 그렇다,’ 13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질문 :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몇 년간 실행해오면서 민관의 상호이해와 

협치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

“일단 내 스스로부터 느끼고 있죠. 나도 이제 2년째 되는 건데 작년하고 비교해

서 확실히 조금 바뀐 것 같다고 느껴요. 작년에는 저도 주민들과 처음 같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업무적으로만 대했던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참여위원들이랑 얼굴도 익숙해지고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

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팀장(E) 인터뷰 중 –

하지만 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장애물도 있다. 먼저 공무원의 잦은 

보직순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여예산

제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개인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던 

부서에 다른 공무원이 발령받으면서 관계가 경색되는 경우도 있다. 전담 

인력이 없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기존 업무에 

더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부담으

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거나 

고민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공무원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참여예

산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다양한 운영 개선 지점을 제시하고 있

지만, 실제로 일어난 변화는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관악구 공식 블로그의 

주민소통기자단에 의하면, 2014년 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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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의 주민이 참여예산제를 알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위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민소통기자단은 이것이 1기 활동평가에서부터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관악구 주민소통기자단 2014). 그리고 이 문제는 2016년 지금도 여전히 

관악구 참여예산제의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악구의 주민참여예

산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양적·질

적으로 차츰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구나 동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홍보와 심리적 유인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공무원의 행정중심적 시각이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법·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는 것은 주민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이며 민관협치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적 시행 가능성을 최우선

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능한 한 고민하기보다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

하다고 제외시키거나, 최대한 취지를 살리는 대신 행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변형해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예산위원이나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협력에 비해, 사업 선정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제안 주민이나 참여예산위원회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산편성과

정에서의 주민 참여만이 보장되다보니 집행 과정은 민간위원이나 사업 제안 

주민과의 교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취지 자체가 

잘못 전달되거나, 전달되더라도 행정적 한계로 인해 변형되기도 한다. 문제

는 이 경우 사업 제안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 제안 주민에게 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해서 주민은 참여를 지속

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진행하는 위탁 기관이 이 사업 제안서를 실제로 다시 쓰면서, 지역회의

에서 논의된 핵심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것이었는데 제도권 내의 학생들로 

초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모집하는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지역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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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더 잘 알 텐데 위탁을 맡겨버리니까 업체는 편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한 거죠. (문 :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아니죠, 제안자와 

행정 담당 부서의 주무관이 계속 논의 과정은 있었어요. 취지는 전달되었는데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

는 법의 테두리 내의 정책만 제안하지 않을 텐데 행정이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야하는데 그것이 부족했어요. 제도권 내의 과정만 통과시키

고 나머지는 그냥 안한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례나 법에 

위배되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핵심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무관들이 기존 업무도 많은데 추가 업무가 생기다보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C) 인터뷰 중 –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해 선정된 사업이 올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속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민관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노력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지자체장의 행정적 청사진과 우선순위가 공무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태도는 매우 중요

하다. 유종필 구청장은 취임 후 관악구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민관 협치 도시’의 구체적 

공약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참

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적 협조, 그리

고 이것을 이끌 지자체장의 민관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현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참여예산이 관악에서 잘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마인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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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참여예산제가 정말 중요한 거다 해서, 주민자치가 곧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인식만 있으시면, 전폭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럼 공무

원들은 해요.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초대위원(A) 인터뷰 중 -

Ⅳ. 나가며

지금까지 본 연구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성과정과 그 의의 및 

시행에 대해  분석했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준수

한 완성도를 보이는 듯하나, 실제 시행의 측면에서는 여러 보완점이 필요하

다.

참여 측면에서는 제도에의 참여를 뜻하는 외적 참여와 제도 내에서의 적극

적인 참여를 뜻하는 내적 참여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는 모든 시기에 홍보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상황을 지역 언론에 공유하거나, 마을버

스ㆍ구 내 지하철역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등의 노력이 유효할 수 있다.

연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적, 외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된 한 제안은, 시행된 사업 장소마다 제안자의 이름을 게시하자

는 것이다. 이 ‘이름표’ 대안은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산집행이 공무원이 

아닌 주민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재와 성과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여자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여 재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인 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관악구에서 예산위원을 임명한 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때면,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족수 충족을 걱정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구청

과 예산위원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구청 차원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제도’15)와 유사한 직접적 유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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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나 작년도 제안 사업의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위원 스스로

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회의 외적 관계망을 강화해서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원만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의견 모으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카톡(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 저는 

거의 2~3일에 한번씩,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올리는 거야, 관심을 저거(유도) 

하게끔. 날씨가 좋다든지 좋은 배경사진도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냐고. 

그럼 한 분 정도는 댓글을 달거든.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 

위원회 뭐(회의) 한다 그러면, 우리 분과는 숫자를 걱정은 안 했어요. 간사는 

막 걱정 많아, (정족수 채우려면) 50프로가 넘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해가지고 

유도를 해야지, 그때 억지로 모으려면 안 모이거든요.”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B) 인터뷰 중 -

아울러 참여 저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회의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지역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의 사업 

선정 방식에 따르면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고심해 제안해도 심의·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역회의별로 일정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동 주민들의 내·외적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숙의의 차원에서는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심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결

정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특정 지역 출신 주민

들이 한 분과를 독점하여 예산을 지역이기주의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과 

같은 사례는 방지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위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과위원

회에 대한 선택권 또한 존중해야 하므로, 조례보다는 유연한 규칙 차원에서 

느슨한 제도적 규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15) 관악구는 일정 시간 이상 자원활동을 한 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

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구청과 협약을 맺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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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 모니터링까지 참여주민

들에게 실익이 되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산위원 임기 말에 실시하는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교육의 

내용이나 질을 개선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되, 

그럼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권한부여 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중장기 사

업이 배제된다는 점이 보완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의 문제는 구 재정상 늘리

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정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참여예산액 편성 과정을 예산위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관악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기

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소규모 사업 선정에 한정하지 않고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 

및 권고 기능을 겸하도록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16) 중장기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시험적 활용을 제시한다. 중장기적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기회로 일 년간 시행해 본 뒤에, 효과

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차원에서는 일선 공무원의 기존 업무량이 과다한

데다 참여예산제의 개선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선 

노력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장의 적극적 

관심과 민관협력 촉구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전담팀 개설 또는 전담인력 배정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담인력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성과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생긴

다.

16) 현재 서울시에서는 ‘온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할당된 500억 

원이 아닌 시 예산 전반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과정에서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좋은예산센터 

2014) 관악구가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는 장기적 발전 계획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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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사업은 선정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사업 집행 방식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모니터링이 사업 집행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반영 절차를 만들어

야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관악구 사례연구의 분석 결과(예시적인·exemplary 부분과 문

제가 있는·problematic 부분 포함)와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 있다. 서론에

서 논의했듯이 본 연구는 탐색적(exploratory)·폭로적(revelatory) 사례연

구로서 그동안 등한시 되어온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예시적(exemplary)·

결정적(critical 혹은 crucial) 사례연구로서 다른 사례들에 대한 일반적 함의

를 제시한다. 즉 표에 나타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성패에 영향을 주는 

각 제도 요인과 행위자 요인 및 정책적 제안들은 다른 비교할만한

(comparable)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에 적용·활용 가능한 이론적·실천적 함

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

분석결과 정책적 제언

참여

-타 지자체에 비해 참여를 잘 보장하도록 
제도 수립

-예산위원들의 열성적 참여, 높은 만족도
-사업 제안 활발
-참여의 양적, 질적 감소 추세(지역회의 수

준에서 두드러짐)
-낮은 재참여 유인
-홍보 부족

-외부 홍보 강화 통해 새로운 참여 인원 발굴
(ex 이름표)

-내부적으로 동기 유발 강화해 지속적 참여, 
재참여 유도

-지역회의의 권한 강화를 통해 유인 제공

숙의

-조례상 예산정보 공개 규정
-예산학교 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
-사업 심사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추구하는 심의 민주주의 지향
-간혹 동 이기주의적 행태 나타남
-구청의 예산·사업 정보 제공 부족

-동 차원의 지역이기주의를 개선할 제도적 
방지책

-모니터링을 포함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정, 과거 활동 위원 대상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권한 
부여

-주민의 높은 권한 보장하는 조례
-실제 운영상 민간 위원의 결정 권한 크고 

선정 사업의 구의회 통과율 높음
-단기적 민원성 사업에 제한
-불규칙적인 재원 배정과 설명 부족

-재원 규모 책정 기준의 투명성 개선
-제안된 중장기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험 단계로 활용해 일반예산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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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주민제안사업 ‘이름표,’ SNS(카카오톡 등) 활용, 지역회의 권한 강화

(참여); 동네 이기주의 극복과 예산학교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숙의); 

주민참여예산 규모 증가와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예산과 일반회계예산 연동

형 중장기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 추가(권한 부여);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시민참여 조력자(civic enabler)로서의 책무 강화, 전담팀과 인력 

배치, 모니터링 사업 개선(민관협력) 등은 여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

여예산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이다.17)

이러한 행위자 차원의 주의주의적(voluntaritic) 요인과 제도 디자인

(institutional design) 요인에 더하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

여예산제 성패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악구 사례가 비교적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지역의 ‘개혁적 정치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 설립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례 제·개정 과정

에서 구의회의 진보적 정치인과 연합 세력을 구축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주도적인 면모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PT 

정권의 등장과 개혁적 시장의 당선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의 실험이 가능했고, 

한국의 초기 주민참여예산제 실험이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이러한 지역의 개혁적 정치역량과 무관하지 않다. 즉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에 있어 행위자 요인과 제도 디자인 요인과 같은 근인(proximate cause) 

뿐 아니라 지역의 개혁적 정치 역량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7) 사실 스케일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대안들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

제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민관 
협력

-초창기에 비해 민관협력 개선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보직순환에 따른 

협력 유인 저하
-행정중심적 관점의 한계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협력 부족
-지자체 장 차원에서의 관심도 저하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지자체장의 관심 제
고

-전담 인력 또는 전담팀 개설 가능
-모니터링 사업의 피드백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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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ipatory Budgeting at the District Level: 
The Case of Kwanak District of Seoul

Eui young Kim·Suhyeon Yi·EuJin Lee·JaeIn Lee·

JungHwan Lee·YoungHun Cha·HyunJoo Choe

Participatory budgeting can embody participatory democracy. But it remains 

to be empirically examined to what extent it helps realize participation, 

deliberation, people’s sovereignty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Kwanak District of Seoul,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tential 

and limi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at the district level. The Kwanak case, 

as an exemplary one among other district cases, can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nstitutional and agency level factors for the succ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at the grassroots level. The exemplary case, however, shows some 

important limits in term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people’s sovereignty 

and governance. It is therefore a critical or crucial case as well in the sense 

that ‘if it is true here, it is true everywhere.’ The Kwank case thus provides 

general implications for other district-level cases.

Keyword: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ory Democracy, District, Participation,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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