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대상기준 : 계약팀 협조 요청된 지원부서(사업소 직접계약 제외)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1

근조화환 단가 변경 계약

삼신상사

2019. 7. 1~2020. 6. 30

2

임원렌트카 계약

AJ렌트카

2019.01.31. ~ 2022.01.31

75,816,000

총무팀

3

사무실 인테리어

케이앤케이

2019.03.12.

35,000,000

총무팀

4

업무용PC 임대 공급 계약

아이티앤케이

2019.03.15.

단가계약

총무팀

5

더존 ERP iU 시스템 구축

더존비즈온

2019.03.18.

302,280,000

총무팀

6

MRO 통합구매 계약

2019.03.18., 1년 갱신형

단가계약

총무팀

7

사무용 복합기 임대계약

2019.03.19. ~ 2022.03.19.

단가계약

총무팀

8

118호 인터리어 추가공사 및 122호 인테리어

36,000,000

총무팀

9

생수공급업체 선정 계약

엔투비
신도리코
케이앤케이

2019.03.21.

75,000/80,000

발주 부서명

총무팀

수마루

2019.04.01. ~ 2020.03.31.

단가계약

총무팀

10 조문버스 선정 계약

미즈여행사

2019.04.01. ~ 2020.04.16.

단가계약

총무팀

11 업무용 SW 공급계약

바이소프트

2019.04.01. ~2022.03.31.

251,229,000

총무팀

12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핸디소프트

2019.04.03 ~ 2019.06.30.

200,000,000

총무팀

13 지문인식기 공급 계약

KT텔레캅

2019.04.11. ~ 2022.04.11.

단가계약

총무팀

14 본사 법인렌트카 업체 선정

AJ렌트카

2019.05.09. ~ 2022.05.09.

28,080,000

총무팀

15 교통관리 및 인재개발원 사업소 차량 임차

롯데 렌탈

2019.06.20 ~2022.06.20.

88,200,000

총무팀

2019.08.20.

61,110,000

총무팀

2020. 8. 5~2021. 1. 31

43,800,000

16 19년 추석명절 선물세트 구매 계약

씨제이제일제당

17 인사제도 컨설팅 연장 계약

㈜임팩크그룹코리아

18 독감 예방접종 단가계약

인하대병원/연세공항의원 2020. 9. 16 ~ 2020. 11. 13

25,000/人

인사팀
안전보건그룹

19 교통관리사업소 업무용 차량 리스

롯데오토리스

2020.01.29. ~ 2023.01.28.

21,960,000

총무팀

20 그룹웨어 유지보수계약

㈜핸디소프트

2020.07.01 ~ 2021.6.30.

10,670,000

총무팀

21 ERP-Iu 유지보수계약

㈜더존비즈온

2020.09.01 ~ 2021.08.31.

33,200,000

총무팀

12,000,000

총무팀

23,688,000

총무팀

22 업무용 수첩 제작/구매 계약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2020.09.21.

23 교통관리사업소 업무용 차량 계약 연장

SK렌터카

2020.12.11 ~ 2021.12.10.

24 환경미화장비 렌탈 변경계약

크린텍

2020.7.16 (5년간)

1,147,125,000

총무팀

25 창립2주년 기념품 구매 계약

하나복지센터

2021. 1. 20 입고

25,500,000

총무팀

26 연말정산 위탁 용역 계약

민우세무법인

2021. 1. 30~2021. 3. 10

24,320,000

상생팀

SK렌터카, AJ캐피탈

2021. 4. 16~2022. 4. 15

13,262,640

총무팀

TS세무회계컨설팅

2021. 4. 22~2022. 4. 21

12,800,000

재무회계팀

27 업무용차량 임대 연장 계약
28 세무용역 계약
29 2021년 창립기념일 기념품 구매 계약

2021.01.15.

23,181,000

총무팀

30 지원부서 대회의실 음향시스템 구매 계약

하나복지센터
지에스테크

2021.01.27. ~ 2021.02.28.

10,090,000

총무팀

31 지원부서 인테리어 및 원상복구 공사 계약

㈜디디고

2021.01.29. ~ 2021.03.07.

98,000,000

총무팀

32 지원부서 인테리어 및 원상복구 공사 변경 계약

㈜디디고

2021.01.29. ~ 2021.03.09.

104,700,000

총무팀

㈜씨아이에이플랜

2021.01.29. ~ 2023.02.01.

15,692,000

총무팀

㈜SK렌터카

2021.01.29. ~ 2024.01.28.

92,880,000

총무팀

35 지원부서 집기비품 구매 및 이전 재설치 계약

㈜신아퍼니처

2021.02.01. ~ 2021.03.02.

59,294,800

총무팀

36 지원부서 집기비품 구매 및 이전 재설치 변경 계약

㈜신아퍼니처

2021.02.01. ~ 2021.03.19.

61,801,000

총무팀

정석기업㈜ 외 3인

2021.02.01. ~ 2022.01.31.

437,646,000

총무팀

㈜SK렌터카

2021.020.5. ~ 2022.02.04.

26,664,000

총무팀

2021.03. ~ 2022.03.

18,300,000

총무팀

2021.03.14. ~ 2022.03.14.

12,218,000

총무팀

41 교통관리 및 자유무역지역운영 사업소 업무용 차량 임대계약기간 AJ캐피탈,
연장
㈜SK렌터카
42 한글오피스 1년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코리아(유)

2021.04.06. ~ 2022.04.06.

13,262,000

총무팀

2021.04.24. ~ 2022.04.24.

13,400,000

총무팀

43 셔틀버스운영 파티션 구매 계약

2021.05

1,375,000

총무팀

법무법인 율촌

2021.06.01 ~ 2022.05.31

8,000,000

기획예산팀

티오에스코리아

2021.06.14 ~ 2021.12.31

월 3,979,800

인사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21.06.28 ~ 2022.06.27

1,425,230,988

노무후생팀

33 업무네트워크 구축계약
34 업무용 차량 계약

37 지원부서 임대차 계약
38 교통관리 업무용 차량 임대계약기간 연장
39 지원부서 보안솔루션 서버 및 라이선스 구매 계약

㈜지란지교소프트

40 교통관리 및 탑승교운영 사업소 업무용 차량 임대계약기간 연장

44 2021년 법률자문용역 계약
45 상임임원 수행기사 용역계약
46 임직원 단체의료비보장보험 계약

㈜SK렌터카

동양사무용가구

47 노무법인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

노무법인 이수

2021.06.30 ~

3,300,000

인사팀

48 직원격려품 구매계약

협동조합 다락

2021.07.02

8,930,000

총무팀

49 그룹웨어 유지보수계약

㈜핸디소프트

2021.07.01 ~ 2022.06.30

19,500,000

총무팀

50 ERP-IU 유지보수계약

㈜더존비즈온

2021.09.01 ~ 2022.08.30

33,200,000

총무팀

㈜러닝뱅크

2021.10.04 ~ 2021.11.01

370,000

51 폭력예방교육 위탁계약
52 경영평가 성과관리체계 자문용역 계약
53 직원채용 필기전형 용역계약
54 독감예방접종 단가계약
55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계약
56 교통관리 업무용 차량 임대계약 연장

한국평가연구원

2021.10 ~ 2022.03

㈜휴먼매트리스

2021.10.04 ~ 2021.10.31

연세공항의원, 온누리내과 2021.10.12 ~ 2021.11.30
한국안전기술협회
현대캐피탈

2021.10.05 ~ 2021.11.12
2021.10 ~ 2022.06.30

12,618,182
741,730
29,000~30,000/人

인사팀
성과관리팀
인사팀
안전보건그룹

5,850,000

안전보건그룹

28,092,240

총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