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시민토론회
Ⅰ. 추진배경
□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시민 참여’를 기조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장,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전환

Ⅱ. 사업개요
□ 운영개요
○ 개최시기 : 분기 1회
○ 운영방법 : 주제에 대한 시민 발언 및 현장 논의
○ 주제선정 : 시정 현안, 주요 정책, 갈등 민원 등
○ 운영체계

○ 참석대상 : 시민,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장 등

Ⅲ. 추진내용
□ 시민의 역할
○ 토론 주제에 맞는 시민 제안(발언)
○ 현장 의견 제시
∙ 란츠게마인데형 거수 투표
∙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이용한 의견 제시

□ 공무원의 역할
○ 시정 현안, 주요 정책, 갈등 민원 등 시민의견이 필요한 주제 선정
○ 시장, 시의원 및 실‧국장의 현장 검토
○ 시민 제안, 정책 반영 등 토론회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업데이트

Ⅳ.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구분

주제

일자

제안건수

반영건수

제1회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

2017. 3. 9

15

9

제2회

수원화성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2017. 6. 7

23

13

제3회

마을과 학교, 연애의 방정식

2017.10.13

9

8

제4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사랑과 전쟁

2017.12.14

17

11

제5회

아동안전 수원, 한 걸음 더!

2018. 2.27

11

8

제6회

청년, 수원산업단지에 살어리랏다!

2018. 9.19

13

12

제7회

함께만드는 미래, 수원형 주민자치회

2018.12.21.

15

9

제8회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

2019. 3.26.

12

8

□ 추진성과
○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 참여 프로젝트!
∙ 시민이 주인 되는 쌍방향 소통 구현
- 시민이 제안하는 토론 주제 선정 /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 발굴
- 정책 제안을 넘어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 도모
- 홈페이지 및 SNS 구축 운영
- 생방송 중계를 통한 실시간 시민 의견 수렴
∙ 직접 민주주의 오프라인 플랫폼 구현
- 란츠게마인데형 거수 투표를 통한 참여자들의 정책 경향 파악
- 토론 중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참여자들 의견 수렴
○ 시민 제안의 정책반영 및 피드백을 통한 행정신뢰 증진
∙ 시민 제안 정책 반영 및 처리 결과 공개 등 사후 관리 철저
- 시민 제안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답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행정 구현
- 총 24건의 제안 접수, 20건 정책 반영 (※ 정책반영율 83%)
- 정책 반영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공개

Ⅴ.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제5회 참시민토론회

제6회 참시민토론회

제7회 참시민토론회

제8회 참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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