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근거(사유) 기타

1 무대용 흑막 구입 12,645,600             12,000,000 94.9 2019-02-13 2019-02-22 2019-03-13 수의 게리츠코리아 주식회사 조재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갑리 192번길 22-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 빔 프로젝터 구입비 지급 5,984,000               5,720,000 95.6 2019-03-07 2019-03-15 2019-03-15 수의 예인음향 박성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9-1, 2층 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 의정부아트캠프 컬러복합기 구입 4,000,000               3,800,000 95.0 2019-03-12 2019-03-20 2019-03-20 수의 (주)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 아트캠프 건축기계공사 관급자재(창호) 32,754,000             32,637,940 99.6 2018-08-13 2018-09-14 2019-03-14 조달구매 유한회사 원진알미뉼 원경의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5 아트캠프 통신 공사 대금(통신) 29,700,000             23,604,800 79.5 2018-10-16 2018-10-17 2019-03-14 수의 주식회사 하늘영상통신기술 박재순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45번길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6 의정부아트캠프 사무용컴퓨터 정부조달 구입비-대스크탑컴퓨터 6,500,000               6,500,000 100.0 2019-03-05 2019-03-22 2019-03-22 조달구매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B106-103(한남동, 한남아이파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7 아트캠프 관급자재(목재) 9,765,000               9,712,800 99.5 2018-08-17 2018-09-10 2019-03-15 조달구매 (주)코리아팀버 송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48(도곡동) 하우빌딩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8 아트캠프 (소방공사)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14,443,000             12,100,000 83.8 2018-10-16 2018-10-17 2019-03-14 수의 주식회사 하늘영상통신기술 박재순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45번길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9 축제운영실 NAS(대용량 저장장치)구입 3,135,000               2,990,000 95.4 2019-03-29 2019-04-02 2019-04-02 수의 (주)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0 아트캠프 소방,전기 감리용역비 5,940,000               5,940,000 100.0 2018-10-10 2018-10-10 2019-03-14 수의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조정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민락동 6층 601,602,6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1 2018년 회계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 4,000,000               3,840,000 96.0 2018-12-31 2019-03-15 2019-03-31 수의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2 2019년 4~6월 기획공연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4,510,000               4,280,000 94.9 2019-03-15 2019-03-15 2019-03-30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3 아트캠프 버스킹용 장비 구입비용 2,928,000               2,780,000 94.9 2019-04-03 2019-04-03 2019-04-09 수의 주식회사담소리 이동건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48번길 담소리빌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4 고소작업대 수직 틀 구입 2,060,300               1,950,000 94.6 2019-04-05 2019-04-05 2019-04-11 수의 대흥건철 문영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96-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5 지역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쇼케이스 홍보물 제작비 지급 2,360,000               2,360,000 100.0 2019-03-20 2019-03-20 2019-04-09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6 ,2018년 일반회계관리 및 세무 조정,신고 용역 수수료 6,000,000               5,800,000 96.7 2018-12-31 2019-03-15 2019-03-30 수의 신진세무회계사무소 오명화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4 플래티넘프라자5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7 장사익 콘서트 홍보용 현수막 제작 2,308,000               2,085,000 90.3 2019-04-02 2019-04-02 2019-04-16 수의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8 아트캠프 통신 및 네트워크 공사 대금 지급 4,760,000               4,500,000 94.5 2019-03-27 2019-04-01 2019-04-05 수의 하나정보기술(주) 박종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9 소분수대 바닥타일 보수 공사 2,882,000               2,730,000 94.7 2019-04-05 2019-04-08 2019-04-12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0 아트캠프 빔 프로젝터 외 2종 구입 구입 설치 비용 8,514,000               8,100,000 95.1 2019-04-08 2019-04-09 2019-04-18 수의 예인음향 박성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9-1, 2층 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1 지역 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시나리오 자료집 제작 3,400,000               3,000,000 88.2 2019-03-19 2019-03-19 2019-04-20 수의 ist 스튜디오 우하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77번길 14, 1층(금오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2 축제운영실 사무용 컴퓨터 정부조달 구입비 지출 3,096,632               3,096,632 100.0 2019-03-27 2019-03-27 2019-04-12 조달구매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B106-103(한남동, 한남아이파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3 아트캠프 CCTV 기기 설치공사 대금 지급 9,770,000               9,280,000 95.0 2019-04-05 2019-04-16 2019-04-16 수의 (주)하늘영상통신기술 박재순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45번길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4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공연장 음향시스템 시공 대금 21,890,000             21,670,000 99.0 2019-03-29 2019-04-16 2019-04-16 수의 (주)팀사운드 박경배 경기도 화성시 동탐첨단산업도로1로 6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5 천상병음악회 수상자 부상품 문화상품권구입 2,204,000               2,204,000 100.0 2019-04-23 2019-04-23 2019-04-23 수의 (주)한국문화진흥 홍성규, 장형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6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공연장비 설치 8,525,000               8,195,000 96.1 2019-03-29 2019-04-01 2019-04-16 수의 문화제작소 백승호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번길 50-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7 의정부아트캠프 가구 대금 지급 18,966,200             18,524,000 97.7 2019-04-16 2019-04-22 2019-04-22 수의 대영사무용가구 박은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8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대금 지급 21,579,800             20,700,000 95.9 2019-03-13 2019-03-26 2019-04-09 수의 제일기계설비(주) 이훈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9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라인 변경 공사 대금 지급 3,762,000               3,550,000 94.4 2019-03-22 2019-04-15 2019-04-20 수의 동광이엔지 정동범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 4번길 10(민락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0 의정부아트캠프 전기공사 153,034,200           104,301,480 68.2 2018-10-08 2018-10-15 2019-03-12 조달 (주)창성에이스산업 이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1 의정부아트캠프 냉난방기 구입 40,320,300             40,320,300 100.0 2018-08-17 2019-03-15 2019-03-15 조달구매 삼성전자 주식회사 김기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2 흡연부스 구입 7,794,000               7,540,500 96.7 2018-03-26 2019-03-27 2019-03-29 조달구매 주식회사 유진씨엔씨 조은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40번길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3 흡수식 냉온수기 냉난방공조공사 106,233,850           105,120,000 99.0 2019-01-24 2019-01-24 2019-04-15 조달구매 주식회사 월드이엔씨 김경영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돌서지길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4 아트캠프 준공식 진행 대금 4,070,000               4,000,000 98.3 2019-04-19 2019-04-25 2019-04-26 수의 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8, 106-1806 한일유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5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공연장 조명장비 구매 21,945,000             21,780,000 99.2 2019-03-29 2019-04-16 2019-04-16 수의 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8, 106-1806 한일유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6 우산제수기 구입 3,080,000               2,890,000 93.8 2019-04-25 2019-04-30 2019-04-30 수의 비앤씨플러스 이한선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55, 부광프라자 2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7 제16회 천상병예술제 행사 물품 렌탈 3,080,000               2,750,000 89.3 2019-04-12 2019-04-27 2019-04-27 수의 나비렌탈 한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3층 3467호(서초동, 지훈빌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8 아트캠프 사인몰 외 시공 14,168,000             14,000,000 98.8 2019-04-12 2019-04-18 2019-04-30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9 자동제세동기 구입 2,200,000               2,100,000 95.5 2019-04-30 2019-05-07 2019-05-07 수의 (주)라디안큐바이오 김범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0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 대금 5,797,000               5,500,000 94.9 2019-04-16 2019-05-01 2019-05-05 수의 (주)세기씨앤에이 이용태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1 작업용 사다리 구입 12,408,000             11,660,000 94.0 2019-04-12 2019-05-07 2019-05-07 수의 주식회사 금창산업 배지호 대구시 서구 고성로 98(원대동 1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2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공사 7,420,000               7,190,000 96.9 2019-03-29 2019-05-02 2019-05-04 수의 (주)진성메리트엘리베이터 오수미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3 지역거점 조성사업(아트캠프) 홈페이지 제작 8,000,000               7,000,000 87.5 2018-12-26 2019-01-01 2019-03-31 수의 (주)브라이어스 홍지혜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98 313(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6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4 아트캠프 준공식 홍보물품 4,488,000               4,350,000 96.9 2019-04-10 2019-04-10 2019-05-14 수의 조이상사 이성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63번길 31,1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5 아트캠프 슬라이딩 객석 구입 설치 18,419,500             17,860,000 97.0 2019-04-09 2019-04-09 2019-05-10 수의 (주)호수산업 정희성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91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6 아트캠프 디자인 개발 계약 및 홍보 리플렛 대금 지급 3,971,000               3,971,000 100.0 2019-04-12 2019-04-12 2019-05-10 수의 ist 스튜디오 우하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77번길 14, 1층(금오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전 작품운송 2,563,000               2,563,000 100.0 2019-04-28 2019-05-03 2019-05-20 수의 미아트 김형수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02-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8 의정부아트캠프 건축공사 관급자재 비용(레미콘) 15,834,000             15,857,530 100.1 2018-09-12 2018-09-12 2019-03-22 조달구매 이순산업(주)동두천 이재원 경기도 동두천시 갈마지길 205(상패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9 기획공연(나만의 순간)홍보용 현수막 제작 3,003,000               2,620,000 87.2 2019-05-07 2019-05-07 2019-05-29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50 사무실(고객지원부,무대기술부,감시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 10,791,000             10,400,000 96.4 2019-05-14 2019-05-20 2019-05-26 수의 온누리에어컨 김영철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