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현황
[2016.11.30. 현재]
순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관

주소

대표자

1

연구

한양도성안 교통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016-01-13 2016-03-12

19,250,000 ㈜오피니언라이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0-8 합정빌딩 3층

윤희웅

2

연구

서울시 거버넌스 갈등대응 효과의 실증적 평가방
법 개발 연구

2016-02-15 2016-05-28

19,250,000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0 (래미안 서초유니빌) 1320
호

강영진

3

연구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및 상세모니터링
(2차)

2016-03-03 2016-10-28

84,000,00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

4

연구

PMF 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오염원
기여도 산정(2차)

2016-03-08 2016-10-28

12,65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박노현

5

연구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원별 초미세먼지 특성 및 배
출량 조사(2차)

2016-03-08 2016-10-28

38,500,000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와우안길17

강동헌

6

연구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을 위한 동북아 지역 초
미세먼지 모델링 및 기여도 해석(2차)

2016-03-08 2016-10-28

24,200,000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조기웅

7

연구

서울시 무인기(드론) 도입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
반조성 연구

2016-04-12 2016-09-30

18,150,000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용현동)

전한용

8

연구

서울시 공영주차장 적정요금 산정기준 마련 연구

2016-04-14 2016-08-11

14,300,000 ㈜인시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807호(정자동, 젤존타워
1)

신동호

9

연구

중국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망 연구

2016-04-14 2016-09-10

28,490,00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김원용

10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세균 및 동식물플랑크톤 조사
분석

2016-04-14 2016-12-31

42,900,00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로 42 (효자동)

고인영

11

연구

한강수계 수리 수문 수질환경조사와 오염부하량
분석

2016-04-14 2016-12-31

38,170,00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김인철

12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수서곤충 및 저서생물 조사 분
2016-04-14 2016-12-31
석

20,790,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고제상

13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식물상 조사 분석

2016-04-14 2016-12-31

36,300,000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내 (죽전동)

박성완

14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사 분
석 및 어도개선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6-04-14 2016-12-31

42,680,000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모충동, 서원대
학교)

안준배

15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육상곤충 조사 분석

2016-04-14 2016-12-31

15,730,00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0 (송도동, 인천대학교)

홍윤식

16

연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조류 및 포유류 조사 분석

2016-04-14 2016-12-31

34,98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0 (신림동)

박노현

정권

순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관

주소

17

연구

온톨로지기반 청소년 직업 검색 추천 플랫폼 개발
을 위한 ISP 연구

2016-04-29 2016-08-10

19,25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0 (신림동)

박노현

18

연구

안전형평성 분석을 통한 안전증진 전략연구

2016-05-02 2016-09-23

18,100,000 사회안전네트워크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단국대학교천안캠
퍼스)

강창현

19

연구

서울시 주요 코든스크린라인 교통량 조사

2016-05-16 2016-11-30

13,200,000 ㈜트랜스데이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39(호계동, 안양
아이티밸리302호)

이진숙

20

연구

서울시 택시통행실태 추가조사

2016-05-23 2016-11-30

15,400,000 ㈜트랜스데이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39(호계동, 안양
아이티밸리302호)

이진숙

21

연구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방안 연구(서울형 PPP 모델
2016-06-02 2016-12-28
의 단계별 전략을 중심으로)

19,250,000

22

연구

청년여성의 창업, 생존의 출구전략인가

2016-06-27 2016-10-24

19,300,000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5층(서교동)

이혜경

23

연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
구

2016-06-27 2016-10-24

19,300,000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42, 210(상동, 초원오피스텔)

박종두

24

연구

중앙과 대도시의 새로운 관계설정(서울시 등 대도
시를 중심으로)

2016-06-28 2016-10-25

19,300,000 (사)한국정책과학학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한성에듀센터 203호 (명륜2
가)

박희봉

25

연구

중국 사회협치의 유형과 특성 : 베이징시의 사회협
2016-07-14 2017-01-13
치 실험을 중심으로

27,800,000 중민연구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3길25. 602호(봉천동, 세종오피스
텔)

한상진

26

연구

격차영향평가제도 기본설계 구상 및 활용방안 연
구

2016-07-22 2016-11-21

28,800,000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23. 1001호, 1006호(여의도
동, 산정빌딩)

원혜영

27

연구

일을 통한 미래서울복지 모형 구축

2016-07-26 2016-10-25

18,800,000 사단법인 일과복지

세종시 한누리대로 253, 5층 504-2호(나성동, 에스빌딩)

변재진

28

연구

도심권 방문자 교통수단별 이용행태 조사

2016-07-26 2016-09-25

14,200,000 ㈜오피니언라이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0-8 합정빌딩 3층

윤희웅

29

연구

중국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경험 연구

2016-08-01 2016-12-31

19,350,000 (사)하나누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길59-0(창천동) 영산빌라 1층
101호

방인성

30

연구

서울-평양-북경 포럼 타당성 연구

2016-08-25 2017-01-24

28,000,000 (사)한반도평화포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303호(영등포동 7가)

백낙청

31

연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종합에너지 정책의 발굴과
2016-09-13 2017-01-12
모범사례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28,100,000 ㈜국토환경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0(신문로1가) 광화문 오피시아
1803호

최동진

32

연구

종묘 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실태와 욕구조사

2016-09-28 2016-10-27

12,600,000 ㈜리서치앤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03(잠원동, 에스엘빌딩)

노규형

33

연구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 위기관리 리
더쉽에 대한 평가

2016-10-14 2017-01-13

19,200,000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0(명륜1가, 4층 401호)

김준현

34

연구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의 통합과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 혁신방안

2016-10-13 2017-02-12

19,20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석
관동)

윤정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녹번동, 서울혁신파
합
크)

대표자

박진도

순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관

주소

대표자

35

기타

모바일 그룹웨어 개선

2016-02-23 2016-04-22

10,230,000 ㈜코디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6-4

이승완

36

기타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및 웹 접근성 인증

2016-09-19 2016-11-18

18,900,000 ㈜스태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99-28 미호빌딩 4층

강덕수

37

기타

연구과제 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추진

2016-10-06 2016-12-05

21,000,000 넥스젠피앤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26 604(양평동5가, 선유도역 1
차 아이에스비즈타워)

선용문

38

물품

통계 소프트웨어(SAS) 사용권 연장 계약

2016-01-18 2017-01-14

23,100,000 한국쌔스소프트웨어 유한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2~3층

39

물품

체육행사 기념품 구입

2016-04-21 2016-04-28

11,220,000 제이에스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43 (후암동, 용암빌딩 5층)

박재영

40

물품

가구통행실태조사 답례품 구입

2016-04-22 2016-05-06

31,944,198 와이제이산업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49-15(감북동)

김경순

41

물품

도로네트워크 데이터 구입

2016-09-21 2016-09-30

20,900,000 ㈜청원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72길 42, 지하01호(대치동, 경창빌딩)

이성훈

42

물품

매체제어 솔루션 구매

2016-10-18 2016-11-26

24,701,050 (주한국인프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0(대치동)

김기영

43

인쇄

미래서울 단행본 제작

2016-02-18 2016-02-27

13,750,000 일상의실천

서울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0 (장위동, 꿈의숲대명루첸
아파트)

권준호

44

인쇄

민선 5~6기 성과집 편집디자인

2016-06-09 2017-04-04

26,334,000 림 디자인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3동 1301호(정릉동)

김희림

45

단가

ArcGIS 유지보수 연간계약

2016-07-11 2017-07-31

15,219,600 ㈜한국에스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87길 36 2005호(삼성동,
도심공항타워)

윤리차드케이

46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글로벌 수준의 발전을 위
한 방안 연구

2016-11-03 2017-02-02

19,200,000 사회건강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304호(영등포동7가, 여
성미래센터)

정진주

47

연구

한국경제 시장 규칙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과제

2016-11-28 2017-01-26

19,200,000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길 137

김흥기

48

인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외 4종 제
작

2016-11-16 2016-11-18

31,913,000 ㈜삼국인쇄정보기획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8(예관동, 예관빌딩)

서윤자

도날드 레이파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