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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신년음악회 외 1종) 현수막 제작 구입 대금지급 2016/1/12 2016/2/11 2,580,000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기획공연 천변살롱 현수막 제작 구입 2016/1/19 2016/3/19 2,230,000 다인기획 김다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 302호

화물용 승강기 도어장치 교체 대금지급 2016/2/16 2016/2/23 2,340,000 (주)진성종합승강기 김희진 외1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20

4-5월 기획공연 프로그램가이드북 제작 대금지급 2016/2/16 2016/3/11 3,250,000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led조명기구 설치공사 2016/2/17 2016/3/8 2,794,000 주식회사 경기전력건설 이성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246번길 22

2016년 임직원 근무복 구입 2016/2/17 2016/2/24 7,182,000 코오롱스포츠의정부장암점 박찬영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2(장암동)

하우스어텐던트 데스크 구입(공연장 안내데스크) 2016/2/18 2016/3/3 3,300,000 신형OA사무용가구 신형빈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29

기획공연(예술극장보물찾기, 하륵이야기) 현수막 제작 구입 2016/2/25 2016/4/8 2,110,000 다인기획 김다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 302호

기획공연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현수막 제작구입 2016/2/26 2016/3/12 2,130,000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전시장 도색공사 대금지급 2016/2/27 2016/3/7 5,720,000 엘림도료 최동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0-6

건물 외부 안내간판 보수 대금 지급 2016/3/2 2016/3/9 3,600,000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무대음향 패치베이 및 소모품 구입(패치베이외 9종) 2016/3/3 2016/3/12 5,802,500 예인음향 박성희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1 청계상가 605호

무대음향콘솔 제작설치 2016/3/10 2016/3/19 4,103,000 예인음향 박성희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1 청계상가 605호

음향랙케이스 외 3종 구매 2016/3/11 2016/3/19 2,156,000 예인음향 박성희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1 청계상가 605호

디지털키폰전화기 구입대금지급 2016/3/15 2016/3/17 5,120,000 하나정보기술(주) 박종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54

대극장 무대기계 정기안전진단 대금 지급 2016/3/18 2016/5/6 17,790,000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홍종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번길7, 803호

회계 임의감사 용역비 지급 2016/3/21 2016/3/21 3,840,000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일반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신고 용역비 지급 2016/3/21 2016/3/21 5,400,000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기획공연(카르미나부라나) 프로그램북 제작 구입 대금 지급 2016/3/24 2016/4/5 3,069,000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2016 임직원 상해보험료 납부 2016/03/24 2017/3/28 9,700,000 삼성화재 삼성화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강화도어 부속품 교체 공사 2016/4/5 2016/4/13 2,040,000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6-8월 기획공연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2016/4/8 2016/5/4 4,565,000 나래디자인 이선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 대금 지급 2016/4/12 2016/4/28 9,600,000 (주)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기획공연(카르멘) 현수막 재작구입 2016/4/28 2016/6/7 2,230,000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화장실 소변기 파티션 설치 공사 대금 지급 2016/4/28 2016/5/4 4,030,000 제일기계설비(주) 이훈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2-2

기획공연 후토스 외1종 현수막 제작구입 2016/4/29 2016/6/4 2,650,000 다인기획 김다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 302호

냉.난방기 청소 대금 지급 2016/4/29 2016/5/10 4,000,000 클린존 한동운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25,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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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 구입 2016/5/4 2016/5/11 2,633,750 경기도장애인생산판매시설 강병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1

옥내외 보수공사 대금 지급 2016/5/24 2016/6/2 2,520,000 (주)재성이엔씨 신찬용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03번길 39

분전반 속판 교체 대금 지급 2016/5/25 2016/6/8 2,760,000 (주)재성이엔씨 신찬용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03번길 39

기획공연(칼르멘,최백호) 가로등 현수막 제작구입 2016/5/26 2016/5/31 2,000,000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냉각탑 소독제 청관제 구입 2016/6/8 2016/6/16 2,486,000 한국캐솔 손창우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76번길 78-9

무대안전용품 구입 2016/6/10 2016/6/21 2,816,000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련 화초 식재 2016/6/21 2016/6/25 2,080,000 수목조경 이덕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15-7

2016년 하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팜플렛 제작 2016/6/28 2016/7/2 2,410,000 성심인쇄(주) 김 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7번길 33

무대사무실 창호 교체 및 방충망 설치공사 대금지급 2016/7/1 2016/7/22 3,070,000 범창창호공사 서현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800번길 67

무대기계 보수용 자석청소기 외 3종구입 2016/7/6 2016/8/5 2,890,000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건물 뒤편 출입구 인도 보수 공사 2016/7/6 2016/7/21 4,400,000 서화이앤씨 유상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50

소극장 디머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푸시버튼 스위치 구입설치 2016/7/15 2016/8/10 3,250,000 주식회사디지텍 최갑기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319-21

2016 9-12월 기획공연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대금 지급 2016/7/21 2016/8/23 4,850,000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공조기 내부 청소 2016/7/22 2016/7/29 3,810,000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야외용 천막구입 2016/7/26 2016/8/2 4,900,000 (주)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외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87번길 38-11

카페아르츠 탁자, 의자 세트 구입 대금 지급 2016/7/27 2016/9/28 2,112,000 대영사무용가구 박은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9

무대기계 구매 설치 대금 지급 2016/7/30 2016/8/31 12,100,000 주식회사 지스테크 배성윤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26번길

카페아르츠 물품구입(토스터기) 2016/8/4 2016/8/17 2,530,000 광명상사 지광옥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1-30

축제사묵국 냉.난방기 설치공사 대금지급 2016/8/10 2016/8/25 7,400,000 범한냉열 김범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4-9

카페아르츠 커피분쇄기 구입 2016/8/12 2016/9/20 4,700,000 주식회사 디브릿지 박지선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2길 37, 4층

카페테리아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대금 지급 2016/8/12 2016/9/24 22,000,000 Next 안건명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길 3-6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 및 주목 식재 대금지급 2016/8/23 2016/8/25 2,130,000 수목조경 이덕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15-7

교육장 텍스 2016/8/23 2016/11/30 5,200,000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광고료 지급 2016/8/24 2016/8/25 2,200,000 주식회사 케이에스피뉴스 김창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13, 201호

법인정화조 청소 2016/8/31 2016/9/7 2,765,000 (주)혁성 유용희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10

무대기계 plc구매 2016/9/2 2016/9/21 5,850,000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라지에타 코아 교체 대금 지급 2016/9/7 2016/9/10 11,890,000 보성엔지니어링 권순탁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2나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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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하장 휀스설치 대금지급 2016/10/5 2016/10/15 2,400,000 범창공사 서현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800번길 67

광장 화강석판 보수공사 대금지급 2016/10/7 2016/10/22 9,500,000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의정부예술의전당 정밀점검 대금 지급 2016/10/7 2016/11/8 15,500,000 (주)세진에스씨엠 채흥석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6길 15

무대 조명기 램프 6종구입 2016/10/8 2016/10/12 4,800,000 동양무역 이양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653

무대조명기 칼라지 및 포그액 구입 2016/10/21 2016/12/1 2,090,000 (주)씨앤씨라이트웨이 정호묵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9

소변기 세정액 구입 2016/10/26 2016/11/2 3,550,000 (주)동우씨엠지점 이형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152-2

대 소극장 인터컴 교체 2016/10/26 2016/11/11 4,200,000 예인음향 박성희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7-1 청계상가 605호

보일러 화학세관 대금지급 2016/10/28 2016/11/7 2,250,000 (주)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자가용 저압 전기설비 안전진단 의뢰 대금지급 2016/11/1 2016/11/21 2,600,000 한창전기안전관리(주) 황원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54, 502호

주차 자동화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 2016/11/2 2016/12/3 13,530,000 주식회사 위쥬테크 이용표 외 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광명타워 816호

대,소극장 음향장비 소모품 컨넥터 외 4종 구입 2016/11/3 2016/11/11 2,849,000 (주)전전사 박용수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73

무대조명 캡타이어 케이블 외 10종 구입 2016/11/3 2016/11/11 2,860,000 (주)전전사 박용수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73

주차관제시스템 전원 분전반 설치 2016/11/3 2016/11/10 3,390,000 (주)재성이엔씨 신찬용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03번길 39

크리스마트 트리 설치 2016/11/3 2016/11/9 3,600,000 마실, 풍선쟁이 김지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 429번길 11

장치용 등기구 구입 2016/11/4 2016/11/23 2,827,000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현수막 전용 홍보대 보수 대금지급 2016/11/5 2016/11/16 2,870,000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조명 교체 및 신설 대금지급 2016/11/9 2016/12/7 3,300,000 수성전기공사 최시영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2번길 28

보일러 배관 부속품 교체 대금 지급 2016/11/18 2016/11/23 2,970,000 (주)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야외광장 조성을 위한 화단철거 공사 대금지급 2016/11/18 2016/12/2 21,560,000 (주)태양건설 안성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85

소나무 이식 및 석재화분 토사 처리 2016/11/22 2016/12/10 3,817,000 주식회사 정현이엔지 박성범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1

조명기구 및 램프 교체 대금지급 2016/11/24 2016/12/2 2,970,000 (주)재성이엔씨 신찬용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03번길 39

홍보마케팅부 사무실 개선 공사 대금 지급 2016/11/24 2016/12/14 9,500,000 (주)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외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87번길 38-11

led무빙 조명기 외 1종 구입 2016/11/26 2016/12/27 3,900,000 (주)아트텍라이팅 윤대인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5길 10, 하계테크타운부대2동 205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현수막 제작 대금 지급 2016/11/28 2016/12/12 2,030,000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소극장 무대기계 구매설치 2016/11/29 2016/12/11 2,343,000 주식회사 이엠테크놀리지 함명완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734-22

설문조사 플랫폼 망고톡 시스템 구매(도입.운영) 2016/11/29 2016/12/5 3,000,000 (주)클라임 박종헌 대구실 중구 동덕로 115

캐노피 신설 공사 대금 지급 2016/12/1 2016/12/21 27,000,000 (주)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외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87번길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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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팜플릿 제작 2016/12/2 2016/12/17 2,400,000 성심인쇄(주) 김 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7번길 33

업무용 우편봉투 제작 구입 2016/12/2 2016/12/9 3,500,000 다인기획 김다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 302호

하우스 어텐던트 동계근무복 구입 2016/12/2 2016/12/27 5,280,000 부광어패럴 유선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길20

2017 1-2월 기획공연 프로그램가이드북 제작 대금지급 2016/12/6 2016/12/22 2,145,000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공사 대금지급 2016/12/6 2016/12/17 6,960,000 대지실업 박성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6

cctv 기기증설 및 교체 설치공사 대금 지급 2016/12/6 2016/12/10 16,800,000 하나정보기술(주) 박종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54

무인정산기 설치 대금 지급 2016/12/7 2016/12/27 18,000,000 주식회사 위쥬테크 이용표 외 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광명타워 816호

2016 꿈다락 내가되고싶은 나 도록 제작 2016/12/9 2016/12/24 2,400,000 (주)이엠애드 민병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9

야외무대제작 설치 공사 대금 지급 2016/12/14 2016/12/23 21,500,000 대지실업 박성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6

2017년 3~5월 프로그램가이드북 제작 2017/2/7 2017/3/7 4,270,000 광문인쇄사 박용환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37번길 40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점검 실시 비용 지급 2017/2/8 2017/2/24 2,090,000 에스그룹건축사사무소 임진홍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41 금오삼성플라자 10층 1005호

대극장 무대기계 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 대금 지급 2017/3/7 2017/4/6 8,030,000 해밀 종합건축사사무소 길윤경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52, 5층

소극장 무대기계 정밀안전 진단 대금 지급 2017-03-07 2017/5/10 8,580,000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홍종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번길7, 803호

분전반 교체공사 대금 지급 2017/3/10 2017/3/22 2,530,000 (주)재성이엔씨 신찬용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03번길 39

카페아르츠 탁자, 의자 구입대금 지급 2017/3/10 2017/3/16 4,840,000 대영사무용가구 박은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9

2016년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 2017/3/17 2017/3/21 3,840,000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일반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신고 용역비 지급 2017/3/17 2017/3/21 5,400,000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강화도어 부속품 교체공사 대금 지급 2017/3/22 2017/3/31 2,310,000 범창창호공사 서현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800번길 67

2017년도 정기등록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납부 2017/03/23 2017/3/23 5,205,8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임직원 상해보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017/3/29 2018/3/28 9,800,00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김옥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무대안전용품 구입 2017/3/31 2017/4/7 2,805,000 대성상사 윤재필 의정부시 가능동 77-1

무대용 샤막(백샤) 구매 설치 대금 지급 2017/3/31 2017/4/6 9,300,000 게리츠코리아 주식회사 조재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갑리 192번길 22-12

야외무대 공연용 장비(테이블, 의자) 구입비 지급 2017/4/4 2017/4/12 3,520,000 대영사무용가구 박은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9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 대금 지급 2017-04-05 2017/4/28 9,600,000 ㈜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2017년 6월~8월 기획공연 프로그램가이드북 제작비용 지급 2017/4/7 2017/4/26 3,040,000 (주)이엠애드 민병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9

복사용지 구입 2017/4/8 2017/4/19 2,625,000 경기도장애인생산판매시설 유석영 경기고 수원시 권선구 수원로 130, B03호

조경유지관리비 용역비 지급(4~5월분) 2017-04-20 2017/12/31 3,118,000 ㈜정현이엔지 박성범 경기도 의정시 신흥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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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석재타일 보수공사 대금 지급 2017-04-20 2017/5/3 9,680,000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냉,난방기 청소 대금 지급 2017-04-27 2017/5/4 4,015,000 클린존 한동운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25, 1208호

대극장 음향, 조명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2017-04-25 2017-05-24 5,958,690 삼성전자주식회사 권오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로 129

K-Culture Show 베트남 공연 관계자 초청 관련 항공료 지출 2017/05/04 2017/5/4 2,488,800 ㈜여행신화 강찬식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7-10 정안빌딩 9층

전시동 사무실 출입문 교체 대금 지급 2017-05-10 2017/5/26 4,125,000 범창창호공사 서현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800번길 67

인버터 구입 및 교체 대금 지급 2017-05-12 2017/5/19 2,123,000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뮤지컬 레미제라블 현수막 제작구입비 지급 2017-05-12 2017/5/23 2,123,000 대지실업 박성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6

냉각탑 소독제 구입비 지급 2017-05-17 2017/5/19 2,464,000 한국캐솔 손창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60

제16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전시 및 야외설치 사업비 지급 2017-05-25 2017/5/26 10,000,000 곰디자인 이웅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205

2017 의정부예술의전당 기념품 구입 20171-13 2017/1/20 4,000,000 (주)이엠애드 민병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9

2017 하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팸플릿 제작비 지급 2017/6/10 2017/6/15 2,530,000 ㈜성심인쇄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액 정제 대금 지급 2017/5/19 2017/6/29 3,201,000 ㈜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핸드쉐도우 판타지 홍보현수막 제작 2017/6/22 2017/6/27 2,330,000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2016 경영실적 보고서 인쇄비 지급 2017/7/5 2017/7/7 2,596,000 ㈜성심인쇄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조명커버 교체 대금 지급 2017/6/22 2017/7/8 2,123,000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