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제안

202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전자투표(엠보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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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포털에 ‘서울시 엠보팅’ 검색 후 접속
https://mvoting.seoul.go.kr
서울시 엠보팅

시민,학생,직장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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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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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임을 서약(체크)하고 투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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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사업 선택 후 투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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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인증 또는 SNS 인증후
[투표하기]

제안사업 심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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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온라인 시민투표

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

전자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한마당 총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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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엠보팅

mvot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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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 8.28(토)

※ 투표마감 전까지 언제든지 재투표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및 시의회 승인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일시 2021. 8. 28(토) 16:00 ~ 17:00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온라인 생중계)

2022년 예산안에
선정사업 반영

내용 2022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시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을 통해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해주세요!
기간 2021. 8. 9(월) ~ 8. 28(토) 14:00
대상 서울시 시민이면 누구나
방법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서울시엠보팅(mvoting.seoul.go.kr)
*자치구 권역별 현장 투표소 운영
(자세한 사항은 참여예산홈페이지 참조)

분야별 제안 사업
민주 서울 분야

시민건강/관광체육/물순환안전 분야

- 양화대교 자살예방 시설 설치

- 다제약물복용 환자를 위한 스마트약통(기기) 보급

- 보라매안전체험관 지하철 체험시설에도 심폐소생이 필요해

- 서울 과거 지도 어플, 곳곳에 새로운 관광지가 가득

- 서북권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청계천변 봄꽃 나무 식재

- 보호시설 퇴소대상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 여성일자리 선순환 만들기

- 예술인과 장애인 가정이 함께하는 우리가 만드는
창작뮤지컬 “동행”
- 공공도서관 이용자 도서 감상 공유 창구
- 책!!! 사고 팔고(집에 두면 뭐하니?!)

- 어린이 차량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체험버스 제작

여성 분야

문화 분야

노동민생 분야
- 에코백 대여 서비스
-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직거래 장터 운영

복지 분야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지원 사업
-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한강 분야
- 한강공원 나들목 명칭 표지판 변경(개선)
- 한강시민공원 산책로를 희망의 길로 만들기
- 한강공원 출입로 정비
-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 한강 자전거길 옆 초화류 식재(강서지구 고수호안 정비)
- 한강공원의 작은 도서관
- 가양나들목 옆 스탠드 위에 지붕 덮개 설치
- 한강 물마루갤러리 사업
- 한강공원 보도 난간 설치
- 한강공원 수변공간 조명환경 개선사업
-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정비
- 한강 자전거도로내 속도저감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분야

안전 분야
- 공항대로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사업
- 가로등 개량공사
- 봉천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도로 결빙 방지 열선 설치

교통 분야

주택 분야
- 임대아파트에도 운동기구 설치바랍니다
-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 사업

공원 분야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수직정원 조성
-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 생태를 살리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 마을버스 정류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 회화나무마을마당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 자전거 전용도로의 순환 연결

- 금남시장 주변 가로수 정비
- 쾌적한 녹지대를 만들어 주세요
- 공원 내 산책로 정비

환경 분야

- 공원 내 공원등 개선
- 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

- 재활용 증대 및 그린얼스 앱 만들기

- 우리동네 공원 환경 개선

-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교체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 은행나무 열매 수거그물망 설치

- 공공 와이파이 구축

- 생활공작소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공구조물 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