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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운영계획 주민참여이모저모 시민위원공모

주민제안서(선택됨)

 >  >  > 정보공개 예산살림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서

의견수렴 개요

나주시 살림은 이제 내 손으로! 함께 나주를 만들어 나가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 여러분의 제안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제안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전반 (단년도 사업)

읍‧면‧동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문화‧체육 생활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등

부적격사업 (부적격사업 해당여부는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부서 검토과정에서 판단)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시 단위사업: 3억원 초과, 읍면동 특성화사업: 1억 5천만원 초과)

건설과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CCTV 설치 사업 등)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지방보조금)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제안기간 : 연중상시

※ 5월 31일 이후 제출된 제안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의견으로 반영

제출처 : 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양식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서

예산 반영 및 추진 절차(체계)

주민제안 접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읍면동) → 타당성 검토(시청 소관부서)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우선순위 재조정 및 반영범위 결정) →
예산안 편성 → 시의회 심의�의결 → 예산 반영 결과 공시 → 평가

제목15개 총 15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번호 사업명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나주시청 2023-05-04 14

14 유홍근 2023-05-04 22

13 유시대 2023-04-25 18

12 이건희 2023-03-13 46

11 송강수 2022-11-04 84

10 이용진 2022-10-06 94

9 이유복 2022-05-02 139

8 박종범 2021-07-08 170

7 박홍순 2021-06-15 178

1

반려견 놀이터 조…

월정마을 야외 운동기구 …

방음벽 설치사…

공원 등나무 심어주세…

유치원 확…

cctv설치사업

야외체육시설 및 주차장…

차도미끄럼방지 및 인도통로확장과 경사완…

주민제안서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open_data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info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plan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community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complicity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
http://www.naju.go.kr/contents/1248/citizen_budget_form_2024.hwp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93&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91&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90&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9&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8&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7&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6&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5&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4&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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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6 2019-07-15 333

5 강성수 2018-07-31 401

4 2018-07-24 279

3 강성수 2017-02-14 385

2 2016-08-30 340

1 최다식 2015-08-31 469

번호 사업명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영산포초등학교 초등학생 등하교길…

팬타곤과 함께하는..드들강맘마미…

나주시 청사 승강시설 …

금성관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도로 갓길(노견) 정지사…

역사적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코스…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2&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1&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80&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79&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78&mode=view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idx=277&mode=view
http://www.naju.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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