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바라는 주민의견 수렴

   ❍ 접수기간 : 2020. 8. 1. ~ 2021. 7. 31.

   ❍ 접수건수 : 64건(홈페이지 5건, 팩스 등 59건)

     분 야 별    

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64 12 4 8 7 26 7

     지 역 별  

계 괴정 당리 하단 신평 장림 다대 감천
사하
전반

64 6 3 13 7 4 9 8 14

 □ 주민의견수렴 처리 

주민제안 의견수렴

(~ 7.20)

➡
주관부서 검토

(7~8월)

➡
위원회 심의

(10월)

➡
예산안편성및의회제출

(11월)

➡
예산확정 및 결과 게시

(12월)

▻ 홈페이지
▻ 우편, 팩스 등  

▻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등 검토

▻ 안건심의 ▻ 예산안 편성
▻ 의회 제출

▻ 예산확정
▻ 처리결과 계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21.10.15.)

   ❍ 심의대상 : 64건(주민제안사업 64건)

   ❍ 심의결과

구       분 사업수(개) 소요예산(백만원)

계 64 1,455

• 예산반영 필요 사업 25 1,455

• 장기검토 사업 7 -

• 시행중, 타기관 소관, 실행불가 등 32 -



연
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소요
예산
(백만원)

대상지 심의결과

계 17개 부서  64개 사업 1,455

1 구민소통과 공동주택용 구정소식지 배부대 설치 - 사하구 실행불가

2 평생교육과
아픈다리, 힘이되는 엘리베이터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감천동 이관사업

3 재  무  과
사하구청 2청사 안내판 설치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2 신평동 추진가능

4
문화관광과

신평2동 달빛 체육 광장 조성 - 신평동 장기검토

5 사하구 장림배수지 체육시설 보수 요청 93 장림동 추진가능

6

경제진흥과

반려동물 산책가능지도 작성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실행불가

7
접이식 그늘막으로 햇빛도 막고 가게도 홍보하고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감천동 실행불가

8

교통행정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LED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30 괴정동 추진가능

9 보행자 위주의 도로포장 - 다대동 장기검토

10
고지대 학교 학생을 위한 등하교 셔틀버스 운행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이관사업

11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사동공영주차장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당리동 추진중

12
인공지능 버스 정류장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이관사업

13
버스가 너무 안와요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실행불가

14
이젠 마을버스 와이파이 설치 차별NO!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실행불가

15
15번 마을버스 배차간격 축소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실행불가

16
장날에도 편안한 등교를 원해요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다대동 추진중

17
환승시간 알려주는 앱 개발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이관사업

18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괴정동 실행불가

19
센서가 달린 쓰레기통 설치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실행불가

20
화장실의 미소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장기검토

21 복지사업과
아지트 사하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사하구 추진중

22
일자리복지과

희망일자리 - 다대동 실행불가

23
사하청년 문화싸롱 운영

[사하청년네트워크]
2 하단동 추진가능



연
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소요
예산
(백만원)

대상지 심의결과

24
청년 job아라! 파이팅!
[사하청년네트워크]

2 하단동 추진가능

25
사하청년네트워크 제1기 활동집 ‘사칭넷(가제)’ 제작

[사하청년네트워크]
2 하단동 추진가능

26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뻔(fun)뻔(fun)한 역주행

[사하청년네트워크]
8 하단동 추진가능

27

안전총괄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1 괴정동 추진가능

28 다송로 입구 삼거리 교통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다대동 실행불가

29 낙동남로 일대 보안등 정비(교체 혹은 밝게 하기)사업 8 하단동 추진가능

30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주세요

(한림가락유치원 도로 LED 가로등 설치 공사)
75 하단동 추진가능

31
안전한 귀가를 돕는 가로등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하단동 추진중

32 도시재생과 감천로67번길 일원 골목길 가드닝 - 감천동 실행불가

33

건  설  과
(산림녹지과)
 → 33, 34
(안전총괄과)    
 → 44

사남초 도로 외벽 환경미화사업 520 괴정동 추진가능

34 도시미관 저해 유휴부지 개선 12 감천동 추진가능

35 감천동 12-385 일원 옹벽 및 계단 정비 20 감천동 추진가능

36 감천동 12-278 일원 도로 정비 15 감천동 추진가능

37 괴정4동 송곡 경로당 인근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3 괴정동 추진가능

38 다대1동 1통 내 노후 도로 재포장 35 다대동 추진가능

39 보도환경 개선 - 당리동 추진중

40 도로노면 개선 - 당리동 장기검토

41 동매마을 알록달록 너나들길 조성 - 신평동 추진중

42 노후화된 아스팔트 재포장(1~8통) 150 신평동 추진가능

43 노후화된 도로 정비 100 신평동 추진가능

44 안심보행로 조성 310 장림동 추진가능

45 안전하고 깨끗한 보도 조성 40 장림동 추진가능

46 신다대아파트 옹벽 앞 주민 쉼터(의자) 조성 - 다대동 실행불가

47 강변 안전 보행로 사업 - 하단동 장기검토



연
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소요
예산
(백만원)

대상지
부서
검토

48
비오는 날 물이 고이지 않게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하단동 추진중

49 사하구 125번길 20 일원 배수로 시설 설치 - 감천동 실행불가

50

도시정비과

주민자율게시대 (재)설치 2 감천동 추진가능

51 안녕, 쓰레기!! 스마일 신평!! - 신평동 장기검토

52 하단 SK뷰 아파트 앞 상가 도로변 하수도 준설 사업 5 하단동 추진가능

53
하남중학교 교문 앞 배수로 공사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3 하단동 추진가능

54

건  축  과

반짝반짝 빛나는 옹벽 LED 벽화 조성 사업 15 신평동 추진가능

55 장림동 공공녹지 정비 사업 2 장림동 추진가능

56
안전한 등하교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괴정동 실행불가

57

산림녹지과

아미산자생식물원 구역 확장 및 테마 다변화 - 다대동 실행불가

58 하단2동 삼지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 - 하단동 실행불가

59 다대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녹지대 꽃나무 식재 - 다대동 실행불가

60
아동청소년 지침 쉼터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하단동 실행불가

61
보건행정과

분무방역기 대여 - 사하구 추진중

62 공공장소 안경소독제 비치 - 사하구 이관사업

63 시설관리사업소
다대포해수욕장 내 서핑보드 세척장, 서핑 베이스캠

프 설치를 통한 서핑 활성화
- 다대동 장기검토

64 -
QR코드 우산 대여기 설치

[아동참여기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
- - 재 검 토



 □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결과

  ❍ 2022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 ▷ 25건, 1,455백만원

연
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심의결과
예산액
(백만원)

비 고

계 개 사업 1,455

1 재무과 사하구 2청사 안내판 설치 적정 2

2 문화광광과 사하구 장림배수지 체육시설 보수요청 적정 93

3 교통행정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LED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적정 30

4 일자리복지과

사하청년 문화싸롱 운영 적정 2

청년 job아라! 파이팅! 적정 2

사하청년네트워크 제1기 활동집 제작 적정 2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뻔뻔한 역주행 적정 8

5 안전총괄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적정 1

낙동남로 일대 보안등 정비사업 적정 8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주세요 적정 75

6 건설과

사남초 도로 외벽 환경미화사업 적정 520

도시미관 저해 유휴부지 개선 적정 12

감천동 12-358일원 옹벽 및 계단정비 적정 20

감천동 12-278일원 도로 정비 적정 15

괴정4동 송곡 경로당 인근 계단 손잡이 정비 적정 3

다대1동 1통 내 노후 도로 재포장 적정 35

노후화된 아스팔트 재포장 적정 150

노후화된 도로 정비 적정 100

안심보행로 조성 적정 310

안전하고 깨끗한 보도 조성 적정 40

7 도시정비과

주민자율게시대 (재)설치 적정 2

하단 SK뷰@ 앞 상가 도로변 하수도 준설 적정 5

하남중학교 교문 앞 배수로 공사 적정 3

8 건축과
반짝반짝 빛나는 옹벽 LED 벽화 조성 적정 15

장림동 공공녹지 정비 사업 적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