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일  정 (안)

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2018. 9. 17. ~ 9. 21.(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7.(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휴회 :

 9.18.~9.20.

  (3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오산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3.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5.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17.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8. 휴회의 건

9.17.(월)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17.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9.18.(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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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2018. 9. 17. ~ 9. 21.(5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8.(화) 10:00

제1회의실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6.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19. 오산시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9.(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 의견제시의 건 1건 포함】

9.20.(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9.21.(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3.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