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수의계약 현황
담당부서

계약명

스마트시티사업부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디자인 리뉴얼 용역

계약금액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시작일) (계약완료일)

주요 과업 내용

㈜마린소프트

3,000,000

2021-07-01

2021-12-10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일부디자인 개선

에스넷시스템㈜

18,150,000

2021-07-01

2021-12-31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데이터AI사업부 2021년 SW품질캠프(경진대회) 운영

㈜코벤트

13,866,600

2021-07-01

2021-07-30 2021년 SW품질캠프(경진대회) 운영

데이터AI사업부 2021년 SW품질캠프(교육 및 심사) 운영

㈜코벤트

7,000,000

2021-07-01

2021-07-30 SW품질캠프 개최를 위한 교육 및 심사 준비 등 행사 전반 운영

콘텐츠사업부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식을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용역

㈜헤세드이미지연구소

16,500,000

2021-07-01

2021-07-30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식을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콘텐츠사업부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식을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 기획 및 연출 용역

꼴라쥬플러스

16,500,000

2021-07-02

2021-07-30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식을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 기획 및 연출

2021-07-09

2021-08-04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실감콘텐츠 교육용 장비 구매

5,500,000

2021-07-09

2021-07-30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개소식 AI경과보고 영상 제작

㈜라쿤

19,759,300

2021-07-15

2021-07-30 부산 이스포츠 팬 대항전 및 LCK 뷰잉파티 운영

주식회사 삼경비오티

42,460,000

2021-07-16

2021-09-14 부산음악창작소 조성을 위한 건축‧음향 설계

더 소버스(the Sobers)

7,700,000

2021-07-20

2021-08-27 행사 컨셉 및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행사 전반 운영 관리 등

에픽엔터테인먼트

19,070,000

2021-07-21

2021-10-20 제13회 KeG 부산지역대표선발전 개최 및 전국결선 참가 지원

㈜올위드

2,506,900

2021-07-29

2021-08-13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시설 유지관리 (의자세척 및 공간청소 등)

㈜옹골찬사람들

19,800,000

2021-07-30

2021-11-30 지역 육성산업 연계 V커머스/브랜디드 영상 기획/제작/편집 지원

스마트시티사업부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

업체명

콘텐츠사업부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실감콘텐츠 교육용 장비 구매
콘텐츠사업부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식 경과보고를 위한 AI 영상 제작 용역
게임사업부

2021 부산 이스포츠 팬 대항전 및 뷰잉파티 운영 용역

콘텐츠사업부 부산음악창작소 건축‧음향 설계 용역
게임사업부

2021 부산콘텐츠아카데미 Hello, Game World! 운영 용역

게임사업부

2021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운영 용역

게임사업부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시설 유지관리 용역

콘텐츠사업부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용역

㈜ 엘로이미디어
㈜스마트소셜

42,770,200

경영관리부

센텀벤처타운 재활용분리수거장 환경개선공사

㈜삼천리웰텍

2021-07-30

2021-08-31 재활용분리수거장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과 미관 향상

게임사업부

2021 부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운영 용역

주식회사 오피지지

18,200,000

3,100,000

2021-07-30

2021-12-22 2021 부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게임사업부

2021 게임콘텐츠 마케팅 전략지원 사업(2차) 운영 용역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000

2021-08-01

2021-11-30 마케팅 분석 컨설팅 및 마케팅 수행 교육 커리큘럼 수립, 마케팅 지원 등

게임사업부

2021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온라인 채용플랫폼(웹사이트) 홍보 및 용역

더 소버스(the Sobers)

7,700,000

2021-08-02

2021-12-31 채용플랫폼(웹사이트) 브랜드 구축, 취업정보 콘텐츠 제작 및 유료광고 진행 등

비고

여성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