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일  정 (안)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2020. 9. 2. ~ 9. 11.(10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2.(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휴회 :

  9.3.~9.10.

  (8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질의･답변

1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6.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8.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의  사  일  정 (안)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2020. 9. 2. ~ 9. 11.(10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3.(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11.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

9.4.(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9.5.(토)
 ~ 9.6.(일)

□ 휴 일



의  사  일  정 (안)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2020. 9. 2. ~ 9. 11.(10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7.(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8.(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동 소관]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9.(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10.(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11.(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3.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