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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안)
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10. 11. ~ 10. 29.(19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1.(목)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휴회 :
  
10.12.~10.28.
  (17일간)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5.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9.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0.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1.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2.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촉구 결의안

14. 휴회의 건

10.12.(금) 10:00

주요사업장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소리울도서관
  2.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3. 드라마세트장
  4. 복합안전체험관
  5. 미니어처테마파크
  6.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7. 청사 서측 광장 어린이시설

10.13.(토) ~
10.14.(일)

□ 휴 일

10.15.(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16.(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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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10. 11. ~ 10. 29.(19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7.(수) 10:00
제2회의실

□ 안건협의(본회의 부의안건)

10.18.(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19.(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0.20.(토)
~

10.21.(일)
□ 휴 일

10.22.(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오산문화재단]

10.23.(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도시국(도시과, 미래사업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차량등록과)]

10.24.(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

10.25.(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26.(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27.(토) ~
10.28.(일)

□ 휴 일

10.29(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2.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4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