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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동일업체 년5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
no

계약건명

1

첨단엔진 국산화 사업 1차년도 장비 구축비용 원가조사 용역

2

계약금액(원)

업체명

계약일자

1,98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1-18

조경유지관리 용역 비용 원가조사

44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2-21

3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원가조사

6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3-10

4

자동차산업지원기반 프랫폼구축사업관련 EUT모니터링 시스템성능개선에 대한 비용 원가조사

27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3-10

5

제10회 국제 복지ㆍ재활ㆍ시니어전시회 수출상담회 운영 용역 원가조사

99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3-21

6

장비 교정 수수료 원가조사

1,1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4-20

7

해외전시회 부산 공동관 위탁 운영 용역 원가조사

1,2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7-04

8

카자흐스탄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사업화 및 인증전략 수립

4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8-07

9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도입장비 원가조사

9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8-07

10

고령친화업체 수출역량분석 및 해외적합시장 조사 용역 원가조사

50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8-23

11

3D프린터 3종 재료 원가조사

25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08-24

12

DB암호화 및 시점복구솔루션 구축 원가조사

33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11-06

13

파워반도체 5종 장비 원가조사

1,650,000

(재)동양경제연구원

2017-12-27

14

2017 부산 신기술&창업박람회 홍보물 제작

5,50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10-25

15

2018년도 직무수첩 제작

7,65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11-28

16

부산시 대표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디자인 편집 및 인쇄

9,79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12-21

17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2차연도 연차보고서 및 3차연도 사업계획서 인쇄

9,273,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12-21

18

2016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제작

3,993,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02-08

19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사례집 추가 제작

2,656,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03-06

20

2017 기업지원서비스사업 통합설명회를 위한 자료집 제작

2,90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03-13

21

2016년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제작

2,75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04-21

22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책자 제작

4,136,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06-20

23

베트남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출품제품 홍보물 제작

2,200,000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2017-12-14

24

메카니즘 기반조성사업 2차년도 장비 구축비용 원가조사

495,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03-16

25

화재시험 및 연구장비 구축비용 원가조사

66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05-18

26

엔진부품 가공 지그 원가조사

33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0-17

27

일반보행 및 스윙핏패드를 활용한 운동간의 산소섭취량 비교 생체역학적 실험연구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용역

3,00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0-25

28

부식제어 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장비 구축비용 원가조사

990,000

29

무인비행장치(드론) 특허조사분석 용역

30

친환경형 PFCs-Free 폴리우레탄계 Synthetic Suede 선행기술조사 용역

31

차량용 테이퍼롤러 부품관련 특허현황 선행기술 자료조사

32

스포츠 멀티 인공환경 일체형 챔버개발 IP창출전략 수립

33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1-13

13,000,000

모두특허법률사무소

2017-06-23

6,000,000

모두특허법률사무소

2017-08-31

8,000,000

모두특허법률사무소

2017-09-07

11,000,000

모두특허법률사무소

2017-11-06

신규 R&D과제 특허동향기술조사 용역

6,600,000

모두특허법률사무소

2017-12-11

34

선박수리 중장비 4차과정 기술과정(굴삭기)

6,600,000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7-07-12

35

선박수리 중장비 6차 기술과정(굴삭기)

6,050,000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7-07-31

36

선박수리 중장비 기술 7차 과정(트레일러)

10,850,000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7-09-11

37

선박수리 중장비 기술 8차 과정(트레일러)

10,850,000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7-10-30

38

선박수리 중장비 기술 9차 과정(트레일러)

7,000,000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