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캠페인 현수막 제작비 지출 2,585,000           2,350,000 90.9 2020-03-12 2020-03-12 2020-03-18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 티켓애매처 컬러복합기 구입 4,180,000           4,070,000 97.4 2020-03-18 2020-03-18 2020-03-24 수의 ㈜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 무대바닥 페인트 구입 1,848,000           1,749,000 94.6 2020-03-17 2020-03-17 2020-03-26 수의 ㈜조은테크닉스앤아트 조교행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34-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4 업무용 그래픽소프트웨어 조달 구입 8,958,100           8,958,100 100.0 2020-03-16 2020-03-16 2020-03-25 조달 주식회사 에쓰피케이 이승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번길 12-0(논현동) 벤쳐캐슬빌딩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5 소방비상방송 단락보호장치 설치 3,432,000           3,320,000 96.7 2020-03-17 2020-04-01 2020-04-02 수의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산업 이진우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6 회계임의감사 용역 대금 지급 4,200,000           3,990,000 95.0 2019-12-26 2020-02-20 2020-03-31 수의 서로세무회계 한상숙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35 진산프라자2 7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7 업무용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구입 12,541,350         12,541,350 100.0 2020-03-16 2020-03-16 2020-04-08 조달 주식회사 에쓰피케이 이승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번길 12-0(논현동) 벤쳐캐슬빌딩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8 사무용 소프트웨어(한컴오피스 2020)정부조달 구입대금 8,467,070           8,467,070 100.0 2020-03-16 2020-03-16 2020-04-09 조달 ㈜블루포트 박재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5,1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9 문화도시 기초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 3,800,000           3,300,000 86.8 2020-03-17 2020-03-17 2020-04-10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0 무대장치용품 구입비 지출 2,988,260           2,860,000 95.7 2020-04-16 2020-04-16 2020-04-21 수의 태연바퀴종합상사 이태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1 문화도시포럼 홍보물 제작비용 지출 2,178,000           2,024,000 92.9 2020-04-14 2020-04-14 2020-04-18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2 화초 식재 비용지출 1,804,000           1,770,000 98.1 2020-04-09 2020-04-14 2020-04-14 수의 이한산업 이채영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3 문화도시 페이스북 중계용역 비용지출 1,760,000           1,500,000 85.2 2020-04-10 2020-04-10 2020-04-18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4 야외광장 입간판 보수비 지급 1,980,000           1,980,000 100.0 2020-04-17 2020-04-21 2020-04-25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5 재단 업무용 모니터(24인치) 정부조달 구입 3,024,240           3,024,240 100.0 2020-04-20 2020-04-20 2020-04-27 조달 엘지전자주식회사 배두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6 재)의정부문화재단 무관중 공연 음향장비 용역 계약대금 7,000,000           6,820,000 97.4 2020-04-21 2020-04-22 2020-05-06 수의 주식회사 레드컴퍼니 김효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6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7 DB접근제어 구축용 서버구입 3,850,000           3,630,000 94.3 2020-04-29 2020-04-29 2020-05-15 수의 ㈜투데이컴퓨터 오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8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 대금 지급 9,988,000           9,600,000 96.1 2020-04-14 2020-04-21 2020-04-30 수의 ㈜세기씨앤에이 이용태박현정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번길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19 불용품 폐기물처리용역 대금 지급 5,995,000           5,223,900 87.1 2020-04-23 2020-04-23 2020-05-08 수의 ㈜대림환경 박주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0 무용 댄스플로어 테이프 마킹테이프구입 2,378,750           2,200,000 92.5 2020-05-08 2020-05-08 2020-05-14 수의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1 재단 업무용 데스크톰 정부조달 구입 대금 지급 7,952,710           7,952,710 100.0 2020-04-20 2020-04-20 2020-05-04 조달 주식회사 에이텍 한가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2 2020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인쇄 2,640,000           2,497,000 94.6 2020-05-12 2020-05-12 2020-05-15 수의 (주)성심인쇄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3 소극장 무대기계 정기안전진단 대금 지급 5,300,000           5,000,000 94.3 2020-02-25 2020-04-14 2020-05-20 수의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홍종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번길7, 8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4 소극장 앞 석재타일 보수계약 진행 대금 지급 19,987,000         18,980,000 95.0 2020-04-22 2020-04-23 2020-05-12 수의 진산건설㈜ 강석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35,8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5 재)의정부문화재단 무관중 공연 영상촬영 계약 대금지급 11,000,000          9,790,000 89.0 2020-04-21 2020-04-22 2020-05-20 수의 내이처그라피 김흥진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25,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6 db접근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구입 32,072,260         32,072,260 100.0 2020-04-20 2020-04-20 2020-05-19 조달 디에스인포시스㈜ 최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7 냉난방기 전원설비 케이블 공사 2,567,400           2,400,000 93.5 2020-05-12 2020-05-18 2020-05-19 수의 ㈜씨티크리스탈 최규영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91번길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8 방역소독기 구입 2,219,920           2,219,920 100.0 2020-03-25 2020-05-12 2020-05-20 조달 ㈜에스엠뿌레 홍기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29 열화상 카메라구입비 지급 14,850,000         13,200,000 88.9 2020-05-21 2020-05-21 2020-05-26 수의 ㈜아리글로벌 박경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68번지 22,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0 집중식 조명LED MOVING SPOT LIGHT외 1종구입 23,848,000         22,550,000 94.6 2020-04-29 2020-04-29 2020-05-26 수의 ㈜오에스엘 박은영 서울 노원구 동이로230 가길 57, 나동 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31 냉난반기 청소대금 지급 4,160,000           4,015,000 96.5 2020-05-21 2020-05-25 2020-05-27 수의 클린존 한동운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25, 120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