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대상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상대자 집행금액
1 물품  마포구종합청사 소화기 구매 2019-02-01 경원소방㈜ 6,600,000

2 물품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설주차장 무료주차권 구매 2019-02-11 주식회사플러스드림 5,280,000

3 물품  벽걸이 냉난방기 구매설치 2019-02-14 에스원이엔지 6,955,000

4 물품  구민체육센터 샤워기 구매 계약 2019-02-20 ㈜기승금속 5,280,000

5 물품  종합청사 공기정화용 공기필터 연간단가 계약 2019-03-27 태랑이엔브이 15,807,700

6 물품  현장근무자 근무복 구매 2019-04-19 일산노스페이스 9,792,000

7 물품  2019년 전기자재 구매 2019-05-22 코리아상사 17,136,870

8 물품  2019년 기계설비자재 구매 2019-06-14 원프로 16,799,820

9 물품  2019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청소용 소모품 구매 2019-07-26 대신유통 15,123,270

10 공사  마포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공사 2019-01-25 ㈜제이에스건설산업 62,143,840

11 공사  마포구민체육센터 체육관 관람석 바닥 보수공사 2019-02-01 누리가이 6,680,000

12 공사  양화진 사회복무요원 휴게실 설치공사 2019-02-27 지온텍 10,900,000

13 공사  주민편익시설 공기열히트펌프 보수공사 계약 2019-03-08 오텍캐리어㈜ 5,445,000

14 공사  시장사업팀 수산동 2층 분전반 신설공사 2019-04-03 ㈜화성이엔에프 8,159,100

15 공사  주민편익시설 헬스장 바닥마감재 교체 공사 2019-04-18 지온텍 9,480,000

16 공사  주민편익시설 어린이집 옥상 방수 공사 2019-04-30 지온텍 9,122,890

17 공사  성미산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2019-05-10 지온텍 8,270,000

18 공사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기실 특 고압 설비 보수공사 2019-06-07 연우엔지니어링 9,852,850

19 공사  거주자주차팀, 공영주차팀 내부 칸막이 설치 공사 2019-06-25 서연건축 9,773,000

20 공사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자동제어 터치스크린 이중화 공사 2019-07-03 현진시스템 5,766,930

21 공사  종합청사 오수 패키지 세트교체 공사 2019-07-15 지케이(GK)상사 6,410,000

22 공사  주민편익 사우나 방열기 교체 및 메인컨츠롤러 이설 공사 2019-07-22 수월드 ENG 14,490,000

23 공사  성산2-1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2019-07-30 강원설비 44,600,000

24 공사  2019년 주차 구획선 도색 공사 2019-08-09 대정건설주식회사 15,109,600

25 공사  범죄예방 인증대비 CCTV 시설물 개선 2019-08-13 원미디어 9,900,000

26 공사  창업복지관 자동문설치 공사 2019-09-18 SUN태양알루미늄자동문 8,130,000

27 공사  창업복지관 CCTV 시스템 교체 2019-09-19 원미디어 9,800,000

28 공사  주민편익시설 남, 여 건식 사우나실 목재 전면교체 2019-10-08 이든테크 9,000,000

29 공사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제어반 소프트웨어 설치 2019-10-14 현진시스템 5,900,000

30 공사  주민편익시설 하수, 오수 에어밴트 설치 및 천장마감재 설치 2019-10-17 이든테크 5,700,000

31 공사  마포창업복지관 페인트 도장공사 2019-11-11 미승건설주식회사 45,392,533



번호 대상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상대자 집행금액
32 공사  마포창업복지관 프로젝트 창 교체 공사 2019-11-27 경도안전 주식회사 30,691,532

33 공사  마포창업복지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2019-12-02 ㈜상신플렌트 21,119,383

34 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용복도 환경개선 2019-12-06 블루오션 6,600,000

35 용역  2019년 시설주차장(9개소) 및 주민편익시설 무인경비 용역(연간단가) 2019-01-02 ㈜에이디티캡스 용산지사 10,368,000

36 용역  2019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프로그램 서버 호스팅 용역(연간단가) 2019-01-04 ㈜케이티 7,953,000

37 용역  2019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저수조 청고 용역 (통합)계약 2019-03-12 ㈜세림비엠씨 11,415,000

38 용역  종합청사 공기정화장치용 디퓨저 등 청소용역 계약 2019-03-14 예당크린 8,797,250

39 용역  마포구종합청사 건물 내,외벽 청소용역 계약 체결 2019-03-26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9,900,000

40 용역 시설안전팀 소방시설법정점검 계약 의뢰 2019-04-03 ㈜유신플랜테크 14,740,000

41 용역  2019년 농수산물시장 소방법정점검 용역 계약 2019-04-24 ㈜원일소방이엔지 5,280,000

42 용역  마포농수산물시장 방제(쥐잡이)용역 2019-05-20 ㈜세스코 6,000,000

43 용역  2019년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물 정밀 정기점검 기술용역 2019-05-29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15,496,700

44 용역  마포창업복지관 천정형 FCU(휀코일)분해 청소 용역 2019-06-05 ㈜ 명기업 5,868,000

45 용역  마포구민체육센터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 2019-06-05 시설안전미더㈜ 6,713,000

46 용역  2019년 종합청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 2019-06-11 한강건설안전㈜ 11,000,000

47 용역  2019년 하반기 거주자 시설주차장 청소용역 2019-07-05 녹색환경 9,940,000

48 용역  마포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수건 및 헬스복 세탁 용역 2019-08-30 성권기업 21,400,000

49 용역  2019년 외주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용역 2019-10-31 한국서비스에듀센터 8,500,000

50 용역  공단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 2019-11-20 ㈜로터스포트 5,379,988

51 용역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9-11-22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 31,636,360

52 용역  2020년 시설환경관리 솔루션 구축 통합발주 2019-11-29 ㈜솔비텍 13,200,000

53 용역  2020년 시설환경관리 솔루션 구축 통합발주 2019-12-05 파킹클라우드㈜ 13,572,000

54 용역  2020년 마포창업복지관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연간단가) 2019-12-17 ㈜광성엘리베이터 5,510,000

55 용역  2020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보건관리 대행업무 위탁 2019-12-24 창조산업보건센터㈜ 11,100,000

56 용역  2020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프로그램 임대 및 유지보수 2019-12-30 ㈜디지털파이 25,872,000

57 용역  202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용역 2019-12-31 한국기술안전㈜ 12,210,000

58 용역  202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독(방역)용역 2019-12-31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16,384,466

59 용역  2020년 아현문화건강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2019-12-31 ㈜에이디티캡스 5,808,000

60 용역  2020년 공단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2019-12-31 주식회사 산타웍스 7,5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