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1 산업안전관리 대행 3,494,400 3,300,000 94.4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식회사 재해예방컨설팅 김종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63-11 조광빌딩 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 보건관리 대행 3,696,000 3,392,400 91.8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경기산업보건쎈타㈜ 이동학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9 수신빌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일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 신고 용역 계약 8,448,000 8,448,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용역 8,386,000 8,160,000 97.3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산업 이진우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 2021년 업무용 복사기 연간 렌탈계약 10,520,400 9,966,000 94.7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식회사 위더스컴퍼니 오영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20길 7, 상가동비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 2021년 재단 무인경비(세콤) 용역 계약 6,672,000 6,180,000 92.6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에스원 육현표외 1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 2021년도 정보화운용 및 장비관리 용역 21,991,200 20,460,000 93.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 2021년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000,000 6,000,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씨앤에프시스템㈜ 박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A동 1209,121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 2021년도 통합 보안솔루션 유지관리 용역 17,149,123 16,302,000 95.1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 2021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7,800,000 7,800,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브라이어스 홍지혜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1 2021년 예매서비스 용역 계약 체결 18,000,000 18,000,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인터파크 강동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2 2021년 의정부문화재단 서버장비 통합 유지관리 용역 4,531,725 4,356,000 96.1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3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10,322,400 9,480,000 91.8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진성메리트엘리베이터 오수미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4 인사 및 노무관리 자문 용역 6,600,000 6,600,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노무법인 위 서영택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5 근태서비스 및 출입통제 영상감시 시스템 운영비 지급 1,320,000 1,320,000 100.0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최진환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6 2021 의정부문화재단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7,920,000 7,669,200 96.8 2020-12-22 2021-01-01 매월 수의 주식회사 위쥬테크 이용표 외 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광명타워 81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8 검역부스 대여 3,520,000 3,520,000 100.0 2020-12-29 2021-01-01 매월 수의 ㈜일렉코리아 강윤창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2길 27-8 2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7 방역소독 연간 단가계약 체결 14,800,000 14,308,800 96.7 2021-01-13 2021-01-13 매월 수의 푸름CS 김지현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7, 206-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9 2021년 제1회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용 지출         1,375,000 1,375,000       100.0 2021-01-12 2021-01-16 2021-01-21 수의 인크루트주식회사 서미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2,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1 2020회계 임의감사 용역 대금 지급         4,200,000 4,000,000       95.2 2021-02-09 2021-02-09 2021-02-27 수의 서로세무회계 한상숙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35 진산프라자2 7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0 2~3월 기획공연 의정부아트스테이지 홍보인쇄물 제작         3,608,000 3,608,000       100.0 20221-02-17 2021-02-17 2021-02-23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2 대극장분장실 공조기 베어링교체공사         1,760,000 1,705,000       96.9 2021-02-19 2021-02-24 2021-02-25 수의 효성모타 황지현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3 공연장 연주용 피아노 정음, 조정 및 수리         2,000,000 2,000,000       100.0 2021-02-23 2021-03-09 2021-03-10 수의 피아노조율 김은희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114-2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4 3월 기획공연 봄 희망의 소리 홍보 현수막 제작         2,223,000 2,010,000       90.4 2021-02-25 2021-02-25 2021-03-06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5 관류보일러 동체 교체 공사 20,900,000 20,350,000 97.4 2021-04-02 2021-05-12 2021-05-31 수의 (주)대열보일러 신국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8 문화도시 100만원 실험실 공동기획 및 운영 6,270,000                      5,940,000 94.7 2021-04-23 2021-04-30 2021-08-10 수의 얼룩에듀 이한솔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 108동 15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9 의정부문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17,400,000                    16,500,000 94.8 2021-05-06 2021-05-07 2021-06-30 수의 (주)메이크앤무브 이은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20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7 6~7월 기획공연 (낱말공장나라,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홍보 현수막 2,811,000                      2,320,000 82.5 2021-05-26 2021-05-26 2021-06-29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6 우수배관 교체 공사 1,991,000                      1,941,500 97.5 2021-06-10 2021-06-15 2021-06-17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8 2020년 연차보고서 인쇄 5,000,000                      4,850,000 97.0 2021-06-16 2021-06-16 2021-06-30 수의 썬크리에이트 이택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6층 604호(민락동, CY타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2 7월 기획공연(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홍보 인쇄물 2,333,000                      2,100,000 90.0 2021-06-16 2021-06-16 2021-07-06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3 경기도 문화의날 <무한상상아트캠프> 홍보물 제작 2,365,000                      2,200,000 93.0 2021-06-16 2021-06-16 2021-06-30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