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1 투명 아크릴 칸막이 제작 구입 2,618,000                      2,486,000 95.0 2020-06-02 2020-06-02 2020-06-05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 야외광장 입간판 보수비 지급 6,660,000                      6,600,000 99.1 2020-05-29 2020-06-02 2020-06-12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통신케이블 배선 공사비 지급 2,940,000                      2,750,000 93.5 2020-06-12 2020-06-12 2020-06-20 수의 하나정보기술(주) 박종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 제3회 문화도시포럼 무대운영 용역 대금 지급 1,900,000                      1,800,000 94.7 2020-06-17 2020-06-19 2020-06-20 수의 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8, 106-1806 한일유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 무한상상아트캠프 홍보물 제작 구입비 지출 3,740,000                      3,500,000 93.6 2020-06-12 2020-06-12 2020-06-20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 문화도시추진지원단 사무실 출입문 교체 공사비 지급 1,716,000                      1,650,000 96.2 2020-06-12 2020-06-22 2020-06-25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 안전차단봉 구입비 지출 3,014,000                      2,860,000 94.9 2020-06-17 2020-06-17 2020-06-25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 무대조명 DMX 신호통신기기 구입 5,720,000                      5,401,000 94.4 2020-06-09 2020-06-09 2020-06-24 수의 (주)한삼시스템 김홍식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 재)의정부문화재단 무관중 공연 추가 영상 촬영 용역 대금 지급 5,400,000                      5,000,000 92.6 2020-06-03 2020-06-10 2020-06-20 수의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 제3회 문화도시포럼 홍보물 제작 2,354,000                      2,134,000 90.7 2020-06-03 2020-06-03 2020-06-20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1 경기도 문화의날 무한상상 아트캠프 6월 프로그램 중계비용 3,300,000                      3,000,000 90.9 2020-06-20 2020-06-23 2020-06-27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2 문화도시 사업 영상기록 및 SNS 프로모션 용역 4,191,000                      4,191,000 100.0 2020-03-31 2020-03-31 2020-06-30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3 PAMAF2020 온라인전시영상(촬영, 편집) 지급 3,500,000                      3,500,000 100.0 2020-06-25 2020-06-26 2020-07-06 수의 은호기획 방경례 의정부시 태평로25 , 지하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4 지하레스토랑 환경개선공사 대금 지급 18,930,000                    17,980,000 95.0 2020-06-16 2020-06-18 2020-07-08 수의 ㈜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송수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5 기획전시 PAMAF2020 작품 운송료 지급 3,000,000                      3,000,000 100.0 2020-06-20 2020-06-23 2020-07-14 수의 컬처인컬러 강이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7,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6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대금 지급 19,591,000                    18,700,000 95.5 2020-05-06 2020-06-10 2020-06-18 수의 ㈜대열보일러 신국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7 내방객용 기념품 구입 5,000,000                      4,850,000 97.0 2020-07-10 2020-07-10 2020-07-22 수의 화컴퍼니 장재민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8 업무용 책상세트 구입비 지급 5,000,000                      4,734,000 94.7 2020-07-15 2020-07-15 2020-07-21 수의 한미가구 박상해 의정부시 오목로 36,103동12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9 소극장 무대기계보수공사 대금 지급 15,384,143                    14,600,000 94.9 2020-07-08 2020-07-14 2020-07-21 수의 제이엠스테이지주식회사 임헌학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24,5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0 경기도 문화의날 무한상상 아트캠프 7월 음향임차 비용 6,000,000                      6,000,000 100.0 2020-07-16 2020-07-16 2020-07-25 수의 ㈜사운드밸리 권현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36번길 1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1 2020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홍보용 MD 제작구입(마스크스트랩) 3,600,000                      3,450,000 95.8 2020-07-23 2020-07-23 2020-07-28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2 체력단련실 전기공사 1,996,000                      1,950,000 97.7 2020-07-16 2020-07-23 2020-07-24 수의 ㈜씨티크리스탈 최규영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91번길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3 경기도문화의날 (무한상상아트캠프) 7월 영상 촬영 및 중계 비용 4,000,000                      4,000,000 100.0 2020-07-16 2020-07-16 2020-07-31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4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전 현수막 제작 1,170,000                      1,170,000 100.0 2020-07-29 2020-07-29 2020-08-04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5 소극장 분장실 전기온수기 설치 공사 1,320,000                      1,300,000 98.5 2020-07-24 2020-07-28 2020-07-29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6 보일러 화학세관공사 2,365,000                      2,300,000 97.3 2020-07-23 2020-07-27 2020-08-02 수의 ㈜세기씨앤에이 이용태, 박현정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1번길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7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전 홍보물 제작 3,240,000                      3,240,000 100.0 2020-07-29 2020-07-29 2020-08-05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8 상장케이스 제작 구입 1,750,000                      1,700,000 97.1 2020-07-24 2020-07-24 2020-08-11 수의 (주)성심인쇄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9 기획전시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전 온라인 전시 영상제작 촬영, 편집 용역 5,500,000                      5,500,000 100.0 2020-07-21 2020-07-21 2020-08-07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0 의정부음악극축제 기념품 구입 비용 지급 2,655,000                      2,555,000 96.2 2020-08-08 2020-08-08 2020-08-11 수의 ㈜펠트대장 백정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65,B1(가능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1 의정부음악극축제 손소독제 구입비용 지급 3,412,200                      2,937,000 86.1 2020-08-08 2020-08-08 2020-08-11 수의 넥스케어 국은주 의정부시 시민로 434번길 11 3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2 항온항습기 실외기 및 부속품 교체공사 6,583,500                      6,250,000 94.9 2020-07-24 2020-08-01 2020-08-05 수의 다드림 민미선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4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3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시민라운드 테이블 홍보물 제작비용 1,600,000                      1,600,000 100.0 2020-08-13 2020-08-13 2020-08-20 수의 ㈜이엠애드 민병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4 의정부음악극축제 대극장 "돌캐&신나는섬" 조명장비 임차운영대금 7,000,000                      6,000,000 85.7 2020-08-06 2020-08-07 2020-08-16 수의 월드이벤트 차숙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0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5 의정부음악극축제 대극장 "이희문&프렐류드&놈놈" 외 음향장비 임차 및 운영대금 15,100,000                    13,000,000 86.1 2020-08-06 2020-08-07 2020-08-16 수의 d&b audiotechnik korea 김학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97 A-3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6 의정부음악극축제 소극장로비 , 찾아가는 공연 음향장비 임차 및 운영계약 대금 18,820,000                    17,370,000 92.3 2020-08-06 2020-08-07 2020-08-16 수의 엔오엠기획 한정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맨로 333번길 31, 102동 18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7 음악극축제 야외무대, 영상 조명시스템 임차 및 운영계약 대금 21,500,000                    20,000,000 93.0 2020-08-06 2020-08-07 2020-08-16 수의 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8, 106-1806 한일유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8 음악극축제 야외공연 음향장비 임차 및 운영계약대금 21,312,000                    20,129,000 94.4 2020-08-06 2020-08-07 2020-08-16 수의 (주)현대음향 황세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15-10(염창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9 주방청소(지하식당)대금 지급 3,500,000                      3,150,000 90.0 2020-08-20 2020-08-25 2020-08-27 수의 주원환경관리 김혜미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번길 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0 보행식 습식 청소장비 구입 대금 지급 13,970,000                    13,000,000 93.1 2020-07-09 2020-07-09 2020-08-27 수의 한국카처 주식회사 황영권, 클라우스푸마이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5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1 대소극장 강화도어 수선비 비용 지출 2,552,000                      2,500,000 98.0 2020-09-02 2020-09-08 2020-09-10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2 조명기구 및 램프 구입비 지급 3,720,000                      3,530,000 94.9 2020-09-02 2020-09-02 2020-09-08 수의 태광 LED 조명 신숙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3 숙의 테이블(와글와글)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용 지출 5,500,000                      5,000,000 90.9 2020-09-08 2020-09-09 2020-09-23 수의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4,3층3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4 전시장 cctv 카메라 설치 4,260,000                      4,047,000 95.0 2020-09-15 2020-09-16 2020-09-18 수의 (주)하늘영상통신기술 박재순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45번길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5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기능개선용역 대금 지급 19,400,000                    18,430,000 95.0 2020-07-02 2020-07-07 2020-10-06 수의 ㈜브라이어스 홍지혜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6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대금 지급 127,160,000                110,000,000 86.5 2020-07-24 2020-07-31 2020-09-25 수의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이홍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11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7 회의실 아크릴 칸막이 제작비용 지출 2,519,000                      2,390,000 94.9 2020-10-08 2020-10-08 2020-10-14 수의 돼지공사 배승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8 지하주차장 입구 화강석 계단보수공사 대금 지급 20,000,000                    19,000,000 95.0 2020-09-24 2020-10-06 2020-10-14 수의 ㈜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송수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9 의정부아트캠프 캠프블랙, 캠프오렌지, 캠프민트 천장공사 대금 지급 16,000,000                    15,200,000 95.0 2020-09-25 2020-10-06 2020-10-15 수의 주식회사 아이안 배상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0 11월 기획공연 김영임 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홍보인쇄물 제작비 지급 1,853,000                      1,670,000 90.1 2020-10-15 2020-10-15 2020-10-20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1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용 지출 4,521,000                      4,300,000 95.1 2020-09-22 2020-09-22 2020-10-21 수의 콤비스포츠 최대순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28번길 29,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2 2020 한문연 방방곡곡 여우와 돌고래 영상촬영 및 라이브송출 5,600,000                      4,800,000 85.7 2020-10-13 2020-10-16 2020-10-17 수의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3 무한상상아트캠프 10월"시민정원 수확잔치" 온라인 상영음향 임차비 3,000,000                      3,000,000 100.0 2020-10-16 2020-10-22 2020-10-24 수의 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8, 106-1806 한일유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4 무한상상 아트캠프 10월" 시민정원 수확잔치" 온라인 영상촬영 용역비 4,800,000                      4,800,000 100.0 2020-10-16 2020-10-22 2020-10-31 수의 메이크업 무비 김지환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8길 45, 208-10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5 시민라운드 테이블 자문회의 결과보고집 제작비용 2,000,000                      2,000,000 100.0 2020-10-20 2020-10-20 2020-10-30 수의 ㈜이앰애드 설은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6 의정부아트캠프 수도 퇴수 밸브 설치 공사 1,430,000                      1,400,000 97.9 2020-10-21 2020-10-21 2020-10-29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7 소변기 세정액 구입비 지출 3,978,000                      3,817,000 96.0 2020-10-27 2020-10-27 2020-11-03 수의 ㈜동우씨엠지점 이형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186-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8 2020 예술극장 보물찾기 만들기 키트제작비용 지출 6,500,000                      6,500,000 100.0 2020-10-08 2020-10-08 2020-11-03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59 2020 예술극장 보물찾기 3d촬용 용역비 4,000,000                      4,000,000 100.0 2020-10-08 2020-10-13 2020-10-30 수의 영화사삼십육번지유한회사 오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길 59-12 ,101호(누상동, 인왕4차넥스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0 체력단련실 cctv카메라 설치 1,980,000                      1,880,000 94.9 2020-10-28 2020-10-30 2020-10-30 수의 하나정보기술(주) 박종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1 무대안전용품구입 2,993,100                      2,849,000 95.2 2020-11-05 2020-11-05 2020-11-10 수의 태연바퀴종합상사 이태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2 2020 예술극장 보물찾기 영상, 사진촬영 및 편집 계약 대금 지급 7,000,000                      7,000,000 100.0 2020-10-10 2020-10-10 2020-10-31 수의 어클컴퍼니 오수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3 LED 간접 조명 및 부속품 구입지급 7,000,000                      6,650,000 95.0 2020-10-27 2020-10-27 2020-11-07 수의 태광 LED 조명 신숙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4 무선마이크 및 일반 밧데리 구입비 지출 2,750,000                      2,375,000 86.4 2020-11-05 2020-11-05 2020-11-10 수의 오성문구도매센타 권혁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3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5 한문연 방방곡곡 유상통프로젝트. 한스짐머게임 영상 촬영및 라이브송출 대금 지급 11,000,000                    11,000,000 100.0 2020-10-29 2020-10-30 2020-11-07 수의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6 객석커버 거리두기 인쇄제작 구입비 지출 10,340,000                     9,823,000 95.0 2020-11-11 2020-11-11 2020-11-18 수의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김태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번길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7 공기조화기 베어링 교체공사비 지출 1,885,000                      1,790,000 95.0 2020-11-11 2020-11-12 2020-11-13 수의 효성모타 황지현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8 분장실 펜코일 교체 및 설치비 지출 6,996,000                      6,600,000 94.3 2020-11-06 2020-11-13 2020-11-17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9 11월 기획공연 연극 스카팽 홍보인쇄물 현수막 제작 1,963,000                      1,770,000 90.2 2020-10-30 2020-10-30 2020-11-14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0 목재테크 오일스테인 칠 공사비 지출 3,947,900                      3,750,000 95.0 2020-11-12 2020-11-17 2020-11-18 수의 솔샘조경 김유빈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87번길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1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구입 및 교체비용지출 2,171,840                      2,094,400 96.4 2020-11-13 2020-11-13 2020-11-20 수의 태진테크㈜ 이정자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2 2020년 제3회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용지출 1,980,000                      1,980,000 100.0 2020-11-18 2020-11-21 2020-11-24 수의 인크루트주식회사 서미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2,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3 2020 경기시민예술학교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 영상촬영 송출용역비 지출 3,300,000                      3,190,000 96.7 2020-11-18 2020-11-20 2020-11-21 수의 씬에디트 오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5-9 2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4 G-PAFE 통합책자외 1건 제작비용 지출 1,000,000                      1,000,000 100.0 2020-11-27 2020-11-27 2020-12-02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5 2020 경기시민예술학교 홍보물 제작비용지급 3,135,000                      3,000,000 95.7 2020-11-18 2020-11-18 2020-11-28 수의 디자인탐정 김경미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7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6 G-PAFE 2020 NEXT WAVE 통합책자 디자인 용역비 지출 2,600,000                      2,600,000 100.0 2020-11-25 2020-11-26 2020-11-28 수의 이스트디자인스튜디오 우하늘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5,805동 15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7 G-PAFE 통합책자외 1건 제작비용 지출 1,000,000                      1,000,000 100.0 2020-11-27 2020-11-27 2020-12-02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8 의정부청춘합창단 영상촬영 용역비용 지출 1,500,000                      1,500,000 100.0 2020-11-05 2020-11-05 2020-11-30 수의 내이처그라피 김흥진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25,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9 G-PAFE 2020 NEXT WAVE 홍보물 제작구입비용 4,100,000                      4,100,000 100.0 2020-11-25 2020-11-25 2020-11-27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0 무한상상 아트캠프 11월 프로그램 음향임차 용역 지급 3,000,000                      3,000,000 100.0 2020-11-25 2020-11-28 2020-11-28 수의 나라시스템 김나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29,2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1 구내 배전 전기설비 안전진단 비용 지출 2,973,520                      2,820,000 94.8 2020-11-13 2020-11-30 2020-11-30 수의 ㈜코윈파워 오경숙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 4번길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2 2020 경기 시민예술학교 언택트와 컨택트사이 3회차 영상촬영 송출 용역비 1,550,000                      1,550,000 100.0 2020-12-02 2020-12-04 2020-12-05 수의 씬에디트 오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5-9 2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3 무한상상아트캠프 11월 영상촬영 및 송출 용역 비용 지출 2,475,000                      2,475,000 100.0 2020-11-18 2020-11-24 2020-12-04 수의 씬에디트 오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5-9 2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4 복사용지 구입비 지출 3,552,000                      3,392,000 95.5 2020-12-04 2020-12-04 2020-12-09 수의 청춘D 이알찬 경기도 의정부시 산다로 68번길 119,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5 온택트 공연중매 프로젝트 자료집 제작비용 지출 2,310,000                      2,310,000 100.0 2020-12-04 2020-12-04 2020-12-10 수의 (주)성심인쇄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6 G-pafe 온택트 공연중매프로젝트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송출비 22,000,000                    22,000,000 100.0 2020-11-27 2020-12-03 2020-12-04 수의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7 G-pafe 경기공연예술창작쇼케이스 무대운영 및 장비임차 용역 계약 대금 지급 16,000,000                    16,000,000 100.0 2020-11-27 2020-11-27 2020-12-02 수의 덕스트 스테이지 매니지먼트 유연오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92번길 2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8 문화도시 청년 아키비스트 결과물 제작비 1,850,000                      1,850,000 100.0 2020-12-09 2020-12-09 2020-12-16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9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하기 좋은날 결과자료집 제작비용 4,000,000                      4,000,000 100.0 2020-11-18 2020-11-18 2020-12-15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0 의정부문화재단 지역문화발굴을 위한 FGI 및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계약 12,000,000                    12,000,000 100.0 2020-09-18 2020-09-25 2020-12-05 수의 문화예술지식공유협동조합 오윤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18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1 화물용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2,516,800                      2,390,000 95.0 2020-11-26 2020-12-09 2020-12-09 수의 (주)진성메리트엘리베이터 오수미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2 2020 NEXT WAVE 통합 영상촬영 및 예술단체 홍보영상 제작 용역 대금 지급 40,000,000                    40,000,000 100.0 2020-11-27 2020-11-28 2020-12-15 수의 스튜디오 페트리코 김사라 경기도 김포시 양곡읍 양곡로 449번길 15 102동20층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3 지하주차장 표면강화제 공사 대금 지급 22,000,000                    21,508,300 97.8 2020-12-03 2020-12-12 2020-12-17 수의 진산건설㈜ 강석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35,8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4 경기공연예술창작쇼케이스 창작자료집 제작비 8,000,000                      8,000,000 100.0 2020-12-11 2020-12-11 2020-12-23 수의 디자인이즈 곽유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6번길 6,1층1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5 대극장 개인분장실 전기 온수기 설치비 지출 2,167,000                      2,090,000 96.4 2020-12-09 2020-12-14 2020-12-18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6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결과 자료집 제작 5,000,000                      5,000,000 100.0 2020-12-09 2020-12-09 2020-12-18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7 검역부스 대여비지출 1,760,000                      1,760,000 100.0 2020-11-25 2020-12-01 2020-12-31 수의 ㈜일렉코리아 강윤창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2길 27-8 2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8 공기조화기 내부청소비용지출 3,979,800                      3,900,000 98.0 2020-12-09 2020-12-19 2020-12-23 수의 닥트앤케이엠알오㈜ 구도회 서울 강북구 삼간산로 143-1 2층206상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9 조경유지관리 용역대금 지급 8,580,000                      8,250,000 96.2 2020-05-29 2020-06-09 2020-12-24 수의 가원조경산업 김희선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5,302호(의정부동 수락빌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0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행용역비 지출 1,950,000                      1,950,000 100.0 2020-11-10 2020-11-24 2020-12-29 수의 ㈜대동환경 손명록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808호 관양동 아크로펠리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1 2020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작용역 지급 10,000,000                    10,000,000 100.0 2020-12-03 2020-12-03 2020-12-26 수의 편집회사 새라새 윤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마방로 10길15 , b동 15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