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문화체육과 17년 ~ 19년 주요 사업 계약 현황 자료 샘플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도 금액 수행기관 소재지

만해로드 추진

광복 72주년 기념 2017 만해로드 대장정 추진에 따른 행사용역계약 17년 16,600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 중구

「광복 73주년 기념 2018만해로드」운영 관련 계약 18년 19,400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 중구

2019 만해로드 추진 19년 - - -

해맞이 행사

2017 정유년 해맞이 행사 용역 계약 17년 9,180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

2018 무술년 해맞이 행사 계약 18년 9,450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

2019 기해년(己亥年) 해맞이 행사 용역 19년 10,000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

마
을
행
사
추
진

선녀축제

자료없음 17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8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삼선선녀축제 19년 - - -

버들잎축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사업' 관련 『지역연계축제 : 
정릉버들잎 축제 콘텐츠 활용 공연』 행사 용역 계약 17년 14,600 우리동네 아뜰리에 서울 성북구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관련『지역연계축제:정릉버들잎축제』행사용역 계약 18년 14,550 우리동네아뜰리에 서울 성북구

정릉버들잎축제 19년 - - -

부마축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사업' 관련 『지역연계축제 : 
장위부마축제 부마전통혼례 및 콘텐츠 공연』 행사 용역 계약 17년 10,900 공작소365 서울 성북구

자료없음 18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위부마축제 19년 - - -

의릉축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사업' 관련 『지역연계축제 : 
석관 의릉문화축제 콘텐츠 활용 공연』 행사 용역 계약 17년 15,300 창작판소리 열두바탕 추진위원회 서울 성북구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관련『지역연계축제:석관의릉문화축제』행사용역 계약 18년 19,162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

석관의릉축제 19년 - - -



        

2018년 문 화 체 육 과

(우)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시장 계약내용

(문) 문화체육과 계약내용

(재) 문화재단 계약내용

(일) 일반경쟁

(제) 제한경쟁

(일) 또는 (제) 표기가 없는 계약은 전부 수의계약

문화체육과 같은 항목 상 2019년도 예산서에서 삭제된 사업

※문화체육과 같은 항목 상 2019년도 예산서에서 변동된 사업

2018년 성북구 문화체육과 예산 250억

문화체육과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계약 금액 7천2백9십5만9천원

문화재단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계약 금액 8천1백4십4만3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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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25,493,212

국 230,616
기 120,813
시 171,197
구 24,970,586

19,427,196 6,066,016

a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18,196,780

국 230,616
시 115,308
구 17,850,856

13,959,526 4,237,254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1,305,835

국 100,000
시 50,000
구 1,155,835

1,033,077 272,758

마을축제 개최 91,000 91,000 0

201 일반운영비 90,000 90,000 0

01 사무관리비
1)마을축제 소품, 홍보물 등 구입비 10,000

10,000

10,000 0

03 행사운영비
1)마을축제 행사 추진(선녀, 버들잎, 부마, 의

릉축제)

80,000                  80,000               0
80,000 (47)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관련 지역연계축제-석관의릉 문화축제 행
사용역            19,662,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
      (48)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관련 지역연계축제-정릉 버들잎축제 행사
용역
          14,550, 우리동네 아뜰리에, 서울 성북구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마을축제 추진

1,000

1,000

1,000 0

정기 문화행사 개최 (성인지예산) 171,000 129,300 41,700

201 일반운영비 55,000 33,300 21,700

01 사무관리비
1)문화예술행사 홍보물 등 제작

03 행사운영비
1)정기문화예술행사 개최

5,000

5,000

50,000

30,000

3,300

30,000

1,700

20,000

※1)2018 성북을 그리다(구단위 주민참여) 20,000 (19)2018성북을 그리다 행사용역, 19,590, 성북미술협회, 서울 
성북구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정기문화예술행사 추진

1,000                   1,000                 0

1,000

307 민간이전 115,000 95,000 2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산사음악회 개최(대성사,심곡암,정법사)

55,000

55,000

35,000 20,000

05 민간위탁금
1)성북문화바캉스

60,000                  60,000                0

60,000 (우)(4)(재)(14)제4회 성북문화바캉스 이동식물놀이장 임차
용역,
                      18,870, 건강놀이문화협동조합, 경기 의정부
시
       (재)(15)제4회 성북문화바캉스 행사용품 임차용역, 11,979,
               ㈜에이치투플레닝, 서울 강남구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 17,000 17,000 0

201 일반운영비 16,000 16,000 0

03 행사운영비 16,000 16,000 0



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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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체육과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해맞이 개최
1)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8,000

8,000

203 업무추진비 1,000 1,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

1,000

1,000

1,000 0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 40,000 40,000 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3 행사운영비
1)성북 훈민정음축제 개최

5,000

5,000

5,000 0

307 민간이전 35,000 35,000 0

05 민간위탁금
1)성북 훈민정음축제 개최

35,000

35,000

35,000 0

연날리기 축제 1,500 0 1,500

201 일반운영비 1,500 0 1,500

01 사무관리비
1)연날리기 축제 홍보물 등 제작

1,500

1,500

0 1,500

세계음식축제 81,000 81,600 △600

203 업무추진비 1,000 1,600 △6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세계음식축제 추진

1,000

1,000

1,600 △600

307 민간이전 80,000 80,000 0

05 민간위탁금
1)세계음식축제 개최

80,000                  80,000                0
80,000 (우)(1)(재)누리마실 민간사무국 운영용역, 18,150, 문화변압기, 서울 
성북구

      (우)(2)(재)누리마실 현수막 제작, 4,787, 서울시인쇄협동조합, 서
울 중구

      (재)(9)누리마실 개막공연 퍼레이드 제작용역, 15,500, 

             Rince린카, 서울 성북구

      (재)(10)누리마실 공간디자인 및 조형작품 제작,13.500,

              협동조합고개엔마을, 서울 성북구

      (재)(11)누리마실 행사용품 임대, 19,100, ㈜제이엘컴퍼니, 경기 남
양주시예술단체 운영 (성인지예산) 303,787 290,970 12,817

201 일반운영비 23,040 27,720 △4,680

01 사무관리비
1)예술단체심사위원 참석수당

70,000원*4명*4회
1)구립예술단체 신규단원 모집 홍보물 제작

480,000원*4회
1)합창단 피아노 조율비 200,000원*2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피아노 조율비

200,000원*1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합주곡 편곡비

100,000원*4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악기 수리비

100,000원*2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교재 구입 등

100,000원*2회
1)구립취타대 악기 수리비 150,000원*4회

03 행사운영비

5,040

1,120

1,920

400

200

400

200

200

600

18,000

2,720

25,000

2,320

△7,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1)여성합창단 정기공연시스템(음향,조명) 임차
5,000,000원*1회

5,000 (69)성북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스템 임차 등 행사용
역,
          8,500, 이움, 서울 송파구

1)여성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
1,000,000원*1회

1)실버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
1,000,000원*1회

1,000

1,000

1)장애청소년합주단정기공연시스템(음향,조명)
임차 5,000,000원*1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
1,000,000원*1회

1)실버합창단 정기공연 시스템(음향,조명) 임차
5,000,000원*1회

5,000 (67)성북구립장애청소년합주단 정기연주회 시스템 임차 등 행
사용역,
         8,000, ㈜골든브릿지월드와이드, 서울 용산구

1,000 (68)성북구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시스템 임차 등 행사용
역,
         8,500, ㈜골든브릿지월드와이드, 서울 용산구

5,000
203 업무추진비 3,645 3,645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예술단체 운영

3,645

3,645

3,645 0

301 일반보상금 261,902 259,605 2,297

09 행사실비보상금
1)여성합창단 정기공연 게스트 출연료

2,500,000원*1회
1)실버합창단 정기공연 게스트 출연료

2,500,000원*1회
1)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참가자 운영요원 실비

8,000원*75명
1)실버합창단 정기공연 참가자 운영요원 실비

8,000원*85명
1)구립취타대 전통문화행사 객원단원 참가실비

100,000원*10명*5회
1)장애청소년합주단 정기공연 게스트 출연료

2,000,000원*1회
10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1)여성합창단 운영
2)지휘자 1,000,000원*12월
2)반주자 600,000원*12월
2)임원 50,000원*4명*12월
2)단원 30,000원*40명*12월
2)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참가경비

1,200,000원*2회
2)운영비(연습 중식비 등)

8,000원*40명*6회*12월
1)장애청소년합주단 운영
2)지휘자 1,200,000원*12월
2)전임강사 900,000원*12월
2)강사비 및 운영비
2)단복 300,000원*5명

1)실버합창단 운영

13,280

2,500

2,500

600

680

5,000

2,000

248,622

61,440

12,000

7,200

2,400

14,400

2,400

23,040

94,700

14,400

10,800

68,000

1,500

63,400

10,645

228,960

2,635

19,662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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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지휘자 800,000원*12월
2)반주자 500,000원*12월
2)단원 10,000원*50명*2회
2)운영비(연습 중식비등)

8,000원*50명*6회*12월
2)실버합창단 전국대회 참가경비

1,200,000원*2회

9,600

6,000
1,000

28,800

2,400

2)단복 300,000원*52명 15,600 (33)성북구립실버합창단 공연단복 제작구매, 9,639, 뮤즈웨딩, 서울 
서대문구
      (52)성북구립실버합창단 공연단복(남성)제작구매, 5,440, 뮤즈웨딩, 서울 서
대문구

1)구립취타대 운영
2)지휘자 800,000원*12월
2)단원 8,000원*24명*4회*12월
2)단복 300,000원*5명
2)단복 세탁비 25,000원*24착*5회
2)전통문화행사(축제) 참가 활동경비

30,000원*25명*5회
1)구립예술단체 워크숍 18,000원*140명*80%

27,066

9,600

9,216

1,500

3,000

3,750

2,016

405 자산취득비 15,200 0 15,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인이어 및 피아노 구입

15,200                  0                     15,200

15,200 (43)예술단체(장애청소년합주단)운영을 위한 인이어 구매, 
8,569
          한성방송연예기획, 강원 강릉시성북진경축제 30,900 30,000 900

203 업무추진비 900 9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성북진경축제 추진

900

900

900 0

307 민간이전 30,000 29,100 900

05 민간위탁금
1)성북진경축제 개최

30,000                  29,100                900
30,000 (우)(7)(재)서울진경축제 가로등배너 및 현수막제작, 2,970,
                  서울시인쇄협동조합, 서울 중구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개최 82,600 62,600 20,000

201 일반운영비 21,000 1,000 20,000

01 사무관리비
1)심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1,000

1,000

1,000 0

03 행사운영비
1)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20,000                  0                     20,000  

20,000 (30)2018년 5회 성북페스티발 행사용역, 6,860, (사)성북연극협회, 서
울 성북구

203 업무추진비 1,600 1,6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지역예술단체 공연 추진

1,600

1,600

1,600 0

301 일반보상금 60,000 60,0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1)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공연비

60,000                  60,000                0

60,000 (우)(문)2018지역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사업비지급,각 

2,500

              (12)협동조합아인클랑,(29)장애인문화예술 판, 

              (32)몽당협동조합(뽕작아줌마연희단), 서울 성북구전통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계승 40,900 28,900 12,000

203 업무추진비 900 900 0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
단위: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단위:천원)

- 288 -- 289 -



2018 성북구 문화체육과 계약현황(일자순)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문화체육과 동네마당 뜰안 운영 관련 물품 구입(내.외부 조명 등 13종)
-동네마당 뜰안 운영(일자리 발굴 사업) 180110 14 4,620 그린에스지 조해익 경기 남양주시

2 문화체육과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조달구매(장위동 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1 140 19,549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구 일경

3 문화체육과 관급자재(공기순환기) 조달구매(장위동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1 140 28,527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구 일경

4 문화체육과 관급자재(가스엔진히트펌프) 조달구매 (장위동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1 140 58,960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구 일경

5 문화체육과 관급자재(급수펌프) 조달구매(장위동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1 140 14,780 (주)두크 정상용 경기 화성시 일경

6 문화체육과 관급자재(물탱크) 조달구매(장위동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1 140 17,369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구 일경

7 문화체육과 만해 한용운 심우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실측조사 용역
-문화재 유지관리 180111 150 19,380 종합건축사사무소대연건축 김철민 서울 서초구

8 문화체육과 관급자재(철근)구매(장위동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6 45 112,899 동국제강(주) 장세욱 서울 중구 일경

9 문화체육과 펌프구매(장위동 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7 133 28,820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 경기 파주시

10 문화체육과 12층 도서관 vpm 물품 구매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180117 15 2,410 소울시스템즈 - 경기 성남시

11 문화체육과 관급자재(레미콘)구매 (장위동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180118 72 115,832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 배조웅 서울 강남구 일경

12 문화체육과 2018년 여성축구교실 파카 구매
-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 180122 15 4,870 아이엠스포츠 - 충남 천안시



2018 성북문화재단 계약현황(일자순)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문화재단 문화철도 성북구립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랩핑 디자인 
및 설치 180109 40 11,000 (주)한국메트로미디어테크놀러지 송기수 서울 서초구

2 문화재단 성북정보도서관 소공연장 인테리어 기계(EHP) 관급공사 180110 42 19,500 (주)산드라공조 황재환 서울 동대문구

3 문화재단 성북정보도서관 공연장 조명설비 공사 180130 27 34,460 (주)에스엔라이팅 이명희 서울 중구

4 문화재단 2018년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식당 개선 공사 180305 7 21,320 국방건업 강민식 서울 동대문구

5 문화재단 2018년 성북구립도서관 U-도서관 및 RFID장비 유지보수 180322 24 44,800 (주)이씨오 이시영 서울 성동구

6 문화재단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민간사무국 운영 용역 180419 70 18,150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김지희 서울 성북구

7 문화재단 제6회(2018) 유럽단편영화제 상영본 등 영상물 제작용역 180607 11 16,000 주식회사 꿈길제작소 김정호 서울 광진구

8 문화재단 제6회(2018) 유럽단편영화제 콘텐츠 라이선스 등 구매 180608 355 30,000 주식회사 이유엠앤씨 최광열 서울 종로구

9 문화재단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누리마실 개막공연 퍼레이드 
제작용역 180612 5 16,500 Rince 린카 장연주 서울 성북구

10 문화재단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누리마실 공간디자인 및 조형작품 제작 180614 3 13,500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하장호 서울 성북구

11 문화재단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누리마실 행사용품 임대 180615 2 19,100 (주)제이엘컴퍼니 조택연 경기 남양주시

12 문화재단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방음공사 180706 10 14,701 디자인네모 유현덕 경기 성남시

13 문화재단 2018 지역특화 직업체험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과학> 180726 30 10,000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고제상 서울 성북구

14 문화재단 제4회 성북문화바캉스 이동식물놀이장 임차용역 180726 17 18,870 건강놀이문화협동조합 임재규 경기 의정부시



2018 문화체육과 사회적기업우선계약 현황(일자순)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문화체육과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구매비 지급 180119 - 407 노란들판 - 서울 성북구

2 문화체육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급 180313 - 49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서울 마포구

3 문화체육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급 180404 - 1,989 ㈜심원테크 - 서울 금천구

4 문화체육과 2018년 성북역사문화탐방 운영 관련 보조금 교부 180418 - 9,600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 서울 성북구

5 문화체육과 직원명함 구입비 지급 180424 - 82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서울 마포구

6 문화체육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기공식 초청장 등 
제작비 지급 180430 - 745 성북바른출판인쇄협동조합 - 서울 성북구

7 문화체육과 독서토론아카데미 기본과정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 
구매비 지급 180503 - 1,246 노란들판 - 서울 성북구

8 문화체육과 2018년 동새마을문고 환경개선관련 운영물품 조달 구매 180530 - 420 ㈜레드스톤시스템 - 서울 용산구

9 문화체육과 2018년 동새마을문고 환경개선관련 운영물품 조달 구매 180530 - 1,642 ㈜레드스톤시스템 - 서울 용산구

10 문화체육과 성북펜싱체육관 사무집기 구입(조달) 180619 - 260 ㈜레드스톤시스템 - 서울 용산구

11 문화체육과 성북펜싱체육관 사무집기 구입(조달) 180619 - 1,460 ㈜레드스톤시스템 - 서울 용산구

12 문화체육과 2018.지역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사업비 지급
(협동조합아인클랑) 180628 - 2,500 협동조합 아인클랑 - 서울 성북구

13 문화체육과 법인카드(7월) 180717 - 120 성북지역자활센터(학교청소사업단) -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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