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제안자

보완제목

도로교통 표지판 후면 활용 사회적 비용 절감

이**

도로교통 표지판 뒷면 활용 제안

환경을 고려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 현수막 단계별 사용 제한

김**

-

한**

-

도로 건널목 사회적 약자 보호구역 라인 설정

정**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안전 보호조끼(안전복) 개선

윤**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 제안

대중교통 버스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내 LED 전광판 설
치 건의

오**

대중버스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전달 모니터 설치

임산부 배려 시설물 강화

정**

-

남자 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거치대

김**

-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김**

최소한 보행권 확보 제안

청소년 흡연교육 인등제 도입

전**

청소년 흡연 교육 인증제 도입

대중교통 차량 내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번호
게시 제안

오**

대중교통 차량 내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번
호 게시 제안

무인 발급기...지문으로 한다. 행정 복지센터 정부가 바뀌면
이름은 또 바뀐다....이제는 무인 발급기 주민 등록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합시다.

박**

무인 발급기 인증방법 개선

우리동네 일손수첩 만들기

유**

우리 동네 일손 수첩 만들기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뒤 식판이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
요.

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설거지 안된 식판 등을 돌려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남자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거치대

김**

남자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거치대 설치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지원 사업추진 확대제안

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가족 지원제도 확대

김**

경남도 예산으로 산모와 신생아 지원

이**

장애인 통행료 할인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 개선

공공 반려동물 임종 서비스센터 운영 제안합니다.

이**

공공반려동물 임종 서비스 센터 운영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의 디지털 사잔 플랫폼 구축하기.

오**

문화 ‧ 예술의 도시 진주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하기.

끝까지 책임지는 벽화봉사를 합시다

전**

창원시 충무지구 ‘1일 문화마을오픈’을 제안합니다.

박**

창원시 충무지구 ‘1일 문화 마을 오픈’을 제안

충무지구 ‘다문화마을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박**

충무지구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을 제안

의약품 투약정보 명확화

정**

의약품 투약정보 명확화
[가제: 실버세대를 위한 투약정보 명확화]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에서의 환경운동 실천

김**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에서의 환경운동 실천
[가제 : 용기 있는 반찬봉사]

플라스틱 제품 큐알코드 표기로 분리배출 정보 제공

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개선안

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비용을 도재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
니다
소외된 장애인을 위하여 하이패스 지문 인식형 감면 단말기
개선 필요

벽화 그리기 사업(봉사) 실명제로 사후 관리 감독
필요 제안

투명페트 분리배출 및 크기 작은 플라스틱에 새생명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