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1 텀블러 구입 5,200,000                      5,000,000 96.2 2021-07-02 2021-07-16 2021-07-16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 방방곡곡 문화공감 <2021 예술극장 보물찾기, 목짧은 기린 지피>홍보현수막 2,761,000                      2,500,000 90.5 2021-07-15 2021-07-15 2021-07-20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 경기도 문화의 날 <무한상상 아트캠프> 더블어잇다. 음향장비 임차 3,000,000                      2,900,000 96.7 2021-07-22 2021-07-31 2021-07-31 수의 엔오엠기획 한정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맨로 333번길 31, 102동 18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 기획공연(테디베어 이야기 외 1) 홍보 현수막 2,303,000                      2,080,000 90.3 2021-07-13 2021-07-13 2021-07-27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 경기도 문화의 날 <무한상상 아트캠프> 더불어, 잇-다 영상 촬영 및 라이브 송출 4,900,000                      4,800,000 98.0 2021-07-22 2021-07-31 2021-08-06 수의 (주)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 9월 기획공연(쉬어 매드니스) 홍보현수막 2,883,000                      2,520,000 87.4 2021-08-11 2021-08-11 2021-08-18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1,120,000                      1,120,000 100.0 2021-07-21 2021-08-10 2021-08-13 수의 (주)대열보일러 신국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8 주차관리소 비가림 캐노피 설치 공사 2,420,000                      2,365,000 97.7 2021-08-10 2021-08-18 2021-08-20 수의 대일공사 허진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62번길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9 9월 기획공연(굿세워라, 금순아) 홍보 현수막 2,789,000                      2,470,000 88.6 2021-08-26 2021-08-26 2021-09-06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 9월 기획(푸푸아일랜드, 흥보박을타다) MOU아파트 홍보 현수막 2,080,000                      1,920,000 92.3 2021-08-31 2021-08-31 2021-09-08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1 2021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뮤지컬<백만송이의 사랑> 포스터 웹디자인 2,200,000                      2,200,000 100.0 2021-08-12 2021-08-24 2021-09-10 수의 봄버스 강문영 서울시 종로구 충신4나길 25, 1층 101호 봄버스(이화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2 문화도시 사업 홍보책자 제작 4,000,000                      3,600,000 90.0 2021-09-03 2021-09-03 2021-09-11 수의 박물레 박예은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87, 101동 16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3 공기조화기 내부 청소 공사 3,993,000                      3,850,000 96.4 2021-08-24 2021-09-09 2021-09-13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4 2021 문에획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의정부청춘합창단 영상제작 1,570,000                      1,500,000 95.5 2021-08-20 2021-08-28 2021-09-11 수의 내이처그라피 김흥진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25,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5 9월 기획공연(푸푸아일랜드) 홍보 현수막 2,028,000                      1,830,000 90.2 2021-08-26 2021-08-26 2021-09-18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6 경기도 문화의 날 무한상상 아트캠프 홍보용 MD제작 3,000,000                      2,910,000 97.0 2021-09-17 2021-09-17 2021-09-26 수의 디지털 준 송순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7, 7층 7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7 9월 기획(안숙선의 흥보, 박을타다) 홍보물 2,613,000                      2,310,000 88.4 2021-08-26 2021-08-26 2021-09-25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8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하기 좋은날 결과자료집 3,800,000                      3,800,000 100.0 2021-09-30 2021-09-30 2021-10-12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9 2021년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어버이와의 동행 장비임차 10,300,000                     9,933,000 96.4 2021-09-30 2021-10-01 2021-10-02 수의 주식회사 에스티와이컴퍼니 송태영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5길 6, 40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0 경기도 문화의 날 <무한상상아트캠프>의정부를 노래하다 영상촬영 4,980,000                      4,800,000 96.4 2021-09-29 2021-10-02 2021-10-12 수의 (주)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1 10월 기획(뮤르의 달달콘서트) 홍보물 2,343,000                      2,070,000 88.3 2021-09-28 2021-09-28 2021-10-12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2 의정부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관련 홍보싸인물 5,000,000                      5,000,000 100.0 2021-09-30 2021-09-30 2021-10-12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3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홍보물 디자인 제작 2,100,000                      2,000,000 95.2 2021-09-15 2021-09-15 2021-10-13 수의 스튜디오 붐빔 김은총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24길 15-16, 4동 4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4 배수펌프 자동제어 레벨센서 교체 공사 2,915,000                      2,800,000 96.1 2021-10-01 2021-10-14 2021-10-16 수의 효성모타 황지현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5 의정부문화도시 조성계획 홍보책자 3,750,000                      3,600,000 96.0 2021-10-12 2021-10-12 2021-10-20 수의 주식회사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414-2호(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6 대기배출시설 시료 채취 측정공 설치 2,200,000                      2,123,000 96.5 2021-10-01 2021-10-22 2021-10-23 수의 (주)대열보일러 신국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7 고가수조 정수위밸브 교체 4,411,000                      4,230,000 95.9 2021-10-14 2021-10-26 2021-10-27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8 10월 기획공연 (한반도) 홍보물 2,754,000                      2,470,000 89.7 2021-10-02 2021-10-02 2021-10-21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9 2021 경기시민예술학교 특강<철.가.방> 영상 라이브 송출 4,950,000                      4,780,000 96.6 2021-10-16 2021-10-20 2021-10-28 수의 씬에디트 오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5-9 2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0 경기도 문화의 날 <무한상상아트캠프> 의정부에서 놀다 영상촬영 및 라이브송출 4,800,000                      4,800,000 100.0 2021-10-22 2021-10-27 2021-10-31 수의 (주)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1 제20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인새물 제작 용역 8,150,000                      7,905,000 97.0 2021-10-26 2021-10-26 2021-11-02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2 제20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진행 직원 단체복 구입 4,930,000                      4,819,800 97.8 2021-10-30 2021-10-30 2021-11-04 수의 컬럼비아 신세계의정부점 심현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7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3 문화도시 거버넌스 포럼 음향임차 및 행사기록영성 용역 3,000,000                      2,880,000 96.0 2021-10-26 2021-10-27 2021-11-05 수의 아트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55번길 13-3, 지하층(고산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4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의상 제작 19,800,000                    19,800,000 100.0 2021-10-21 2021-20-21 2021-11-04 수의 퍼틀랜드 최인숙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30,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5 2021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통합공유회 무대운영 및 장비 임차 용역 6,000,000                      6,000,000 100.0 2021-10-26 2021-11-06 2021-11-06 수의 아트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55번길 13-3, 지하층(고산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6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무대디자인 용역 5,500,000                      5,500,000 100.0 2021-10-22 2021-10-22 2021-11-04 수의 디보이드 김종석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6길 5, 3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7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소품제작 대금 7,700,000                      7,700,000 100.0 2021-10-27 2021-10-27 2021-11-04 수의 예술공장 정윤정 서울시 중구 퇴계로81가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8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출연진 스태프 숙박 추가 4,760,000                      4,760,000 100.0 2021-10-26 2021-10-29 2021-11-06 수의 호텔XYM 김준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2번길 5-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9 제20회 의정부음악국축제 옥외 광고물 제작 설치 7,610,000                      7,380,000 97.0 2021-10-26 2021-10-26 2021-11-13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0 제20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홍보물 제작 작업 10,930,000                    10,500,000 96.1 2021-10-26 2021-10-26 2021-11-13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1 2020 의정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백석천 벽화 보수 2,446,000                      2,370,000 96.9 2021-10-15 2021-10-20 2021-11-02 수의 의미 파인아트 임응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86, 3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2 제작공연 뮤지컬(백만송이의 사랑) 연습실 대관 8,140,000                      8,140,000 100.0 2021-09-15 2021-09-27 2021-11-02 수의 (주)경향신문사 김석종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3 제20회 의정부음악극축제 sns홍보 용역 2,650,000                      2,517,000 95.0 2021-10-28 2021-11-02 2021-11-13 수의 구피닷컴 김성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11층 스마트오피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4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하남공연 출연진 숙박 3,360,000                      3,360,000 100.0 2021-11-16 2021-11-16 2021-11-20 수의 씨엘 최연주 외 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2번길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5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소품 추가 2,233,000                      2,233,000 100.0 2021-11-12 2021-11-12 2021-11-18 수의 예술공장 정윤정 서울시 중구 퇴계로81가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6 복사용지 구입 3,200,000                      3,200,000 100.0 2021-11-23 2021-11-23 2021-11-26 수의 청춘D 이알찬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68번길 119,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47 2021 경기시민예술학교 일일강화 하루작업실 물품구입 2,470,000                      2,470,000 100.0 2021-11-20 2021-11-20 2021-11-27 수의 위드데이 김예솔 외 1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 100. 서부 가열 14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48 21년 제4차(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최종보고서 제작 용역 3,652,000                      3,500,000 95.8 2021-11-25 2021-11-26 2021-11-30 수의 성심인쇄(주) 김주 경기도 의정시 범골로 107번길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9 21년 제4차(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발표자료 제작 용역 2,400,000                      2,300,000 95.8 2021-11-02 2021-11-04 2021-11-19 수의 주식회사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414-2호(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0 12월 기획공연 (헤피트롯콘서트) 홍보물 3,113,000                      2,760,000 88.7 2021-11-11 2021-11-11 2021-11-30 수의 애드플러스 최병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1 202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서사업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영상제작 4,900,000                      4,900,000 100.0 2021-10-12 2021-10-14 2021-11-30 수의 내이처그라피 김흥진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25,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2 2021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악기 임차 4,950,000                      4,950,000 100.0 2021-10-30 2021-11-02 2021-11-27 수의 엘피(LP)사운드스튜디오 유용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16, 지층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3 2021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조명, 영상 임차 및 운영 55,000,000                    55,000,000 100.0 2021-10-25 2021-10-29 2021-11-27 수의 씨앤엘 이시내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36-2,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4 2021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무대세트 설치 40,000,000                    40,000,000 100.0 2021-10-26 2021-10-29 2021-11-28 수의 주식회사 두리무대 남지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504-60, 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5 2021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음향장비 임차운영 22,000,000                    22,000,000 100.0 2021-10-27 2021-10-29 2021-11-27 수의 (주)사운드얼라이언스 한문규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동 비4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6 담쟁이 식재 1,388,200                      1,330,000 95.8 2021-11-19 2021-11-25 2021-11-26 수의 원봉갤러리 이정조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22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7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MD물품 구입 6,030,200                      5,742,000 95.2 2021-11-27 2021-11-27 2021-12-03 수의 조아기프트(주) 김재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9층 90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8 2021 의정부문화재단 3대 축제평가 연구 용역 22,000,000                    21,500,000 97.7 2021-11-03 2021-11-03 2021-12-14 수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화로 2406,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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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명 주소 수의계약근거 기타

59 12월 기획공연 (손열음 커튼콜) 홍보물 3,173,000                      2,820,000 88.9 2021-11-11 2021-11-11 2021-12-10 수의 나래디자인 이선우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60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홍보물 디자인 제작(2차) 4,200,000                      3,990,000 95.0 2021-10-26 2021-11-26 2021-12-11 수의 스튜디오 붐빔 김은총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24길 15-16, 4동 4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61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장비임차 용역 55,000,000                    55,000,000 100.0 2021-12-02 2021-12-09 2021-12-11 수의 아트스토리 최시헌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10길 43-18, 미래캐슬 5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62 12월 기획공연(그림자극 호두까지 인형) 홍보물 2,590,000                      2,320,000 89.6 2021-11-24 2021-11-24 2021-12-15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63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옥외광고물 구입 6,115,000                      5,554,000 90.8 2021-12-03 2021-12-03 2021-12-11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64 202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서사업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결과자료집 5,000,000                      5,000,000 100.0 2021-12-04 2021-12-04 2021-12-14 수의 이지디자인 배해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65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인쇄물 4,704,000                      4,704,000 100.0 2021-12-07 2021-12-07 2021-12-10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66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소극장 장비 임차 10,000,000                    10,000,000 100.0 2021-12-07 2021-12-09 2021-12-11 수의 엔오엠기획 한정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맨로 333번길 31, 102동 18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67 문화도시 실험실 공동기획 및 워크숍운영 4,070,000                      3,850,000 94.6 2021-09-14 2021-09-15 2021-12-15 수의 얼룩에듀 이한솔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 108동 15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68 333문화살롱 기획 및 총괄운영 19,800,000                     6,900,000 34.8 2021-09-28 2021-09-28 2021-12-15 수의 주식회사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414-2호(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69 2021년 전통음악콘서트 음향장비임차 용역 6,900,000                      6,900,000 100.0 2021-12-04 2021-12-14 2021-12-17 수의 엔오엠기획 한정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맨로 333번길 31, 102동 18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70 2021 전통음악콘서트 조명, 영상 장비임차 용역 10,100,000                    10,100,000 100.0 2021-12-04 2021-12-14 2021-12-17 수의 아트비전 박원효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55번길 13-3, 지하층(고산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71 2021 하반기 기획공연 홍보영상 제작 8,500,000                      8,000,000 94.1 2021-06-18 2021-06-25 2021-12-20 수의 (주)엘지헬로비전 송구영 의정부시 평화로 3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6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72 문화도시 실험실 아카이빙 용역계약 8,140,000                      7,700,000 94.6 2021-11-05 2021-11-08 2021-12-20 수의 주식회사 더필링컴퍼니 양준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414-2호(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73 구내 배전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3,865,510                      3,560,810 92.1 2021-11-03 2021-12-06 2021-12-08 수의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 박지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5-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4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 현장 촬영 및 결과영상 제작 5,650,000                      5,200,000 92.0 2021-12-04 2021-12-09 2021-12-18 수의 내이처그라피 김흥진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25,2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75 제20회 의정부음악극축제결과보고서 인쇄 3,000,000                      2,900,000 96.7 2021-12-03 2021-12-03 2021-12-23 수의 조은기획 신여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204동220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76 전시장 이동식 칸막이 보수공사 6,500,000                      6,240,000 96.0 2021-12-02 2021-12-20 2021-12-22 수의 (주)이환 이재만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59, 1마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77 전시장 도색공사 5,911,000                      5,670,000 95.9 2021-12-08 2021-12-20 2021-12-22 수의 (주)여명종합건설 이상혁 외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78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2,200,000                      2,100,000 95.5 2021-12-03 2021-12-09 2021-12-18 수의 (주)청담이엠텍 이영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79 코로나19 극복 염원 조형물 설치 3,128,400                      3,000,000 95.9 2021-12-17 2021-12-08 2021-12-31 수의 한국 전통등 조경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0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80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재 보수 공사 21,472,000                    20,828,000 97.0 2021-12-08 2021-12-21 2021-12-29 수의 예창건설 주식회사 정창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25, 13층 13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81 2021 경기틴즈뮤지컬 의정부 공연장비 임차 4,400,000                      4,400,000 100.0 2021-12-11 2022-01-06 2022-01-08 수의 주식회사 퓨리파이 이광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 비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82 2021 경기틴즈뮤지컬 의정부 결과발표 공연 의상,소품,영상,음반 제작 12,600,000                    12,600,000 100.0 2021-12-10 2021-12-14 2022-01-08 수의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