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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적극적 의정활동 구현

- 11월 22일(화),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9명) 총 14명, 총 상금 440만 원 시상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022년 11월 22일(화)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대구시의회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화)부터 9일간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받아, 총 33건을 접수하고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을 제외한 은상 2건, 동상 3건, 장려상 9건 등 총 14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제9대 대구시의회가 대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우수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하였다.

○ 수상작 중 은상은 ‘무분별한 폰트 사냥 저작권 소송 해결방안’을 제안한

류재필 씨와 ‘웹툰을 활용한 대구시 발전방안’을 제안한 이차현 씨가 



선정되었다. 동상으로는 ‘횡단보도 연석선 턱높이 0.1mm의 안전과 

대구시민의 행복’, ‘지하철의 남는 공간 활용 방법’, ‘대구시 어르신 

건강용품 도서관 신설’이 뽑혔다.

○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상장과 함께 ▸은상(2명) 각 100만 원

▸동상(3명) 각 50만 원 ▸장려상(9명) 각 10만 원의 상금을 수여된다.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상식에서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새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9대 대구시의회가 시민 체감형

입법과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다”며,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시정 및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아이디어 시상내역



붙임  아이디어 시상내역   

구  분 아이디어명 수상자

금  상
(200만원)

없음 -

은  상

(100만원)

파워풀 대구 with 웹툰 → 웹툰풀 대구 이차현

무분별한 폰트 사냥 저작권 소송 해결방안 류재필

동  상

(50만원)

횡단보도 연석선 턱높이(0.1mm)의 안전과 대구시민의 행복 박종태

지하철의 남는 공간 활용방법 조상현

대구시 어르신 건강용품 도서관 신설 황은백

장려상

(10만원)

1인 가구 통합 포털 및 SOS 어플 구축 최예리

한여름 저소득 노인 중고 에어컨 설치 지원 조동래

공공 파크골프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트레이너 배치 이이슬이

대구 공유자전거(킥보드) 대중교통 환승제도 도입 김보미

재개발 공사지역 환경정비(조명, 주차 등) 사업 김진희

침수 취약지대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김은애

도시 및 주택가 환경미화 정책 이재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 리모델링 사업 이해영

대구 버스·지하철 불편 개선 정책 김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