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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구분 전체 계약일자 시작날짜  - 시작날짜 

검색어  계약명  상호명  관서명 검색어  검색 

번호 관서명 계약명 업체명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일

9,319 영현면 연화1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신한이엔지 준공금 5,880,000 2023-03-08

9 ,318 본청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 주식회사 라온피앤씨 선금 15,944,000 2023-03-08

9 ,317 영현면 침점2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신한이엔지 준공금 4,330,000 2023-03-08

9 ,316 본청
2023년도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
(주)콘포테크 선금 10,325,000 2023-03-08

9 ,315
상족암군립공

원사업소

2023년 상반기 고성공룡박물관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
지엘테크 주식회사 준공금 3,600,000 2023-03-07

9 ,314 관광지사업소 2023년 당항포관광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금호엘리 상족암(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기성금 11,560 ,000 2023-03-07

9 ,313
상족암군립공

원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 비점오염저감계획(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수립 용역 시행
주식회사 물환경 준공금 6,120,000 2023-03-07

9 ,312 보건소
2023년 보건기관 화장실 위생용품 유지·관리 용역 시행[재정

연계]
한려종합상사 기성금 418,000 2023-03-07

9 ,311 관광지사업소 2023년 관광지사업소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용역 (주)한국전기안전관리 기성금 11,400 ,000 2023-03-07

9 ,310 관광지사업소
2023년 관광지(내)봉동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용역 계

약 체결

주식회사 한국전기안전

관리
기성금 5,040,000 2023-03-07

9 ,309 관광지사업소
2023년 당항포주제관 및 옥외 전력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용역 게약 체결
(주)대경에너텍 기성금 8,976,000 2023-03-07

9 ,308 농업기술센터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시행 주식회사 경남특수렉카 기성금 3,363,340 2023-03-07

9 ,307
상하수도사업

소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분) (주)은창환경 준공금 15,360 ,000 2023-03-06

9 ,306 영현면
봉발1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주식회사에이원 준공금 4,500,000 2023-03-06

9 ,305 본청 성내사랑방 리모델링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컬성팅
준공금 1,588,000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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