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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구분 전체 계약일자 시작날짜  - 시작날짜 

검색어  계약명  상호명  관서명 검색어  검색 

번호 관서명 계약명 업체명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일

9,357 보건소
2023년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공급 및 서비스 용역(재정

연계)
(주)스마트아이넷 기성금 364,580 2023-03-16

9 ,356 본청 고성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사단법인 21세기산업연

구소
선금 13,314,000 2023-03-16

9 ,355 보건소
2023년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공급 및 서비스 용역(재정

연계)
(주)스마트아이넷 기성금 108,010 2023-03-16

9 ,354 본청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식회사 조양산업 준공금 25,423,000 2023-03-15

9 ,353 본청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거류지구

외) 
(유)청명 준공금 8,100,000 2023-03-15

9 ,352 본청
마암천(장산지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에이원 준공금 18,160 ,000 2023-03-15

9 ,351 본청 동문지구 연안 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주식회사 코리아오션리

서치
준공금 37,099 ,420 2023-03-15

9 ,350 본청
수남사거리~수외마을간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공

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주식회사 조양산업 준공금 27,270 ,000 2023-03-15

9 ,349 본청 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주)엠오에이 기성금 23,741,850 2023-03-15

9 ,348 본청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상리마암지

구 외)

산림기술사사무소 청하

목예
준공금 9,200,000 2023-03-15

9 ,347 본청 2023년 쉼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금용건설 준공금 17,830 ,000 2023-03-15

9 ,346 본청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경남자원주식회사 준공금 5,770,000 2023-03-15

9 ,345 본청 2023년 작업임도시설사업 외 실시설계용역 (유)청명 준공금 19,300 ,000 2023-03-15

9 ,344 본청 생태관광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성우안전기술단(주) 준공금 1,590,000 2023-03-15

9 ,343 본청
고성천(죽계지구) 지방하천 준설사업 외 1건 조사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

주식회사 부영엔지니어

링
준공금 18,100 ,000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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