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일  정(안)

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8.11.26. ~ 12.20.(2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6.(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휴회 :
11.27.~12.4.
  (8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1. 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산시장 시정연설, 기획예산관 예산안개요 설명)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1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설치 계획(안)〕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제안설명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1.27.(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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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8.11.26. ~ 12.20.(2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7.(화) 10:00
제1회의실

 8.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5.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28.(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11.29.(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11.30.(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1.(토) ~

12.2.(일)
토요일, 일요일

12.3.(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4.(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5.(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3.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휴회 :
12.6.~12.19.
  (14일간)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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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8.11.26. ~ 12.20.(2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6.(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안전행정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8.(토) ~

12.9.(일)
토요일, 일요일

12.10.(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1.(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2.(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미래도시국, 환경사업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3.(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4.(금)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미래도시국, 오산교육재단]

12.15.(토) ~

12.16.(일)
토요일, 일요일

12.17.(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문화국, 사업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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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8.11.26. ~ 12.20.(2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18.(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12.19.(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20.(목) 11: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 의결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산시장 인사말씀)

□ 2018년도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