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대가지급 현황 (2018년도)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용역

2018년도 한국석유공사 브로슈어 제작 용역

2017.11.24

2018.01.01~2018.12.31

성림이앤피

용역

2018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기술지원 용역(용인DR센터)

2017.12.04

2018.01.01~2018.12.31

(주)서우시스템즈

5,940,000

용역

2018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2017.12.19

2018.01.01~2018.12.31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1,000,000

용역

2018년도 육.해상 MICROWAVE 점검 용역

2017.12.20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벨루션네트웍스

10,560,000

용역

2018년 출입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7.12.26

2018.01.01~2018.12.31

(주)유엔시스

5,500,000

용역

2018년 CCTV 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2017.12.26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중부보안

10,104,002

용역

2018년 무인감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2017.12.28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5,399,930

용역

2018년도 거제지사 CCTV 유지보수 용역

2017.12.28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중부보안

10,800,000

용역

2018년도 비축지사 경비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 비티에스

용역

2018년도 가스전사무소 통근버스 임대차 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동천고속관광

30,360,000

용역

2018년도 구내식당 조리인력 관리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명성에프엠씨

914,811,337

용역

2018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한동엔지니어링

용역

2018년도 거제지사 해양시설 관리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거성해운주식회사

용역

2018년도 평택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다솜관광여행사 주식회사

54,015,192

용역

거제 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 시공감리용역(2018년도분)

2017.12.29

2018.01.01~2018.10.10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507,980,000

용역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2018년도분)

2017.12.29

2018.01.01~2018.12.12

좋은환경주식회사

73,282,000

용역

2018년도 가스전사무소 통근버스(1호차)임대차 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구일관광

30,360,000

용역

2018년도 여수지사 해양시설 관리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동양

615,920,800

용역

2018년 육상 가스분석기 (G/C CX7,C9)점검 용역

2017.12.29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비티에스(BTS Co.,Ltd.)

공사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2018년도)

2017.12.29

2018.01.01~2018.09.30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용역

2018년 DRM(문서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8.01.01

2018.01.01~2018.12.31

(주)마크애니

7,621,000

용역

2018년 XPLATFORM 및 UBI REPORT 유지관리

2018.01.01

2018.01.01~2018.12.31

(주)유비디시전

12,409,900

용역

2018년 TLG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2018.01.01

2018.01.01~2018.12.31

이지소프트주식회사

21,735,800

용역

동해-2가스전 개발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2018)

2018.01.01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302,297,600

용역

2018년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기술지원 용역(본사)

2018.01.02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아세아이엔티

10,120,000

용역

2018년도 석유개발 SW(ARCGIS) 유지보수

2018.01.02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한국에스리

공사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2018년도)

2018.01.03

2018.01.01~2018.12.3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45,134,100,000

용역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018년도)

2018.01.03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삼안

2,163,700,000

용역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018년도)

2018.01.03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선영테크

126,632,000

용역

2018년 육.해상 소방시설 점검용역

2018.01.04

2018.01.01~2018.12.31

(주)대성방재산업

21,439,630

용역

2018년도 통합검색시스템 유지관리

2018.01.04

2018.01.01~2018.12.31

(주)와이즈넛

6,294,200

용역

2018년도 GPFS 시스템 유지관리

2018.01.04

2018.01.01~2018.12.31

모아시스 주식회사

15,700,000

용역

2018년도 제안시스템 유지관리

2018.01.04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다모넷

5,579,200

용역

2018년도 해상플랫폼 발생 폐기물 처리용역

2018.01.04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블루코리아

26,745,825

용역

2018년도 통합인증시스템(SSO) 유지관리

2018.01.05

2018.01.01~2018.12.31

이니텍(주)

29,282,000

용역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2018년도)

2018.01.05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139,700,000

12,804,400

14,304,698,279

6,996,000
551,711,600

47,300,000
8,047,600,000

6,864,000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용역

2018년도 통합커뮤니케이션(UC) 유지관리

2018.01.05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이지닉스

21,900,000

용역

2018년도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8.01.18

2018.01.01~2018.12.31

(주)이노가드

116,375,719

용역

방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2018.01.18

2018.01.01~2018.12.31

주식회사 삼산전자통신

10,296,000

용역

2018년도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8.01.19

2018.01.01~2018.12.31

(주)나눔기술

200,800,000

용역

2018년도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8.01.19

2018.01.19~2018.12.31

주식회사지오넷

22,913,000

용역

2018년도 석유개발 IT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8.01.23

2018.01.01~2018.12.31

(주)클루닉스

100,884,000

용역

2018년도 한국석유공사 사보 제작용역

2018.01.26

2018.01.26~2018.12.31

(주)대통기획

110,880,000

용역

2018년도 한국석유공사 스튜디오 운영관리 지원용역

2018.01.26

2018.01.01~2018.12.09

에스엔씨 미디어

41,776,588

용역

HARVEST사 투자주식 손상검토 용역

2018.01.29

2018.01.29~2018.02.26

삼덕회계법인

50,900,000

물품

PEDSIS OLAP 서버용 JEUS 라이센스 구매

2018.01.31

2018.02.01~2018.02.21

(주)이에스아이티

10,945,000

용역

2018년 여수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2018.01.31

2018.02.01~2018.12.31

(주)조은관광여행사

60,649,600

용역

방호과학화장비 유지보수 용역

2018.01.31

2018.02.01~2018.12.31

광주경보시스템

10,967,000

용역

2018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2018.01.31

2018.02.05~2018.02.24

주식회사 코리아소방

9,900,000

물품

2018년 육상 PROCESS BACK-UP용 액체질소 구매

2018.02.01

2018.02.01~2018.12.3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주식회사

19,912,695

물품

2018년도 품질관리실 GC장비용 캐리어가스 구매

2018.02.01

2018.02.01~2018.12.31

주식회사 모던

10,048,951

공사

T-101 가스배관 FLAME ARRESTER BODY PIN HOLE 보수공사

2018.02.05

2018.02.05~2018.02.14

공진산업

7,370,000

공사

T-101 버터플라이밸브 교체공사

2018.02.06

2018.02.06~2018.02.11

공진산업

8,635,000

용역

해상플랫폼 해수펌프/모터 분해점검 및 수리 용역

2018.02.07

2018.02.07~2018.05.07

하지공업(주)

20,774,600

용역

계곡수 저장조 설치 타당성 기본조사 물수지분석 (이수)용역

2018.02.12

2018.02.12~2018.04.13

아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10,450,000

용역

2018년 용인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2018.02.12

2018.02.12~2018.12.31

주식회사 서울구경

29,754,818

물품

수배전반 디지털 계전기 구매(설치포함)

2018.02.13

2018.02.13~2018.03.14

주식회사 서우전력

5,650,000

공사

1부두 제품유 로딩암 A-J301 SWIVEL JOINT 보수공사

2018.02.13

2018.02.14~2018.02.28

한국종합기계기술(주)

7,260,000

물품

해상플랫폼 AIR COMPRESSOR-C 교체를 위한 구매

2018.02.14

2018.02.14~2018.11.30

수도산업

101,700,000

물품

2018년 해상 CHEMICAL [MEOH,MEG,TEG] 구매

2018.02.22

2018.02.22~2018.12.31

(주)부승화학

129,401,250

용역

용인지사 상수도 인입배관 해빙작업

2018.02.23

2018.02.09~2018.02.28

명진종합개발(주)

10,615,000

용역

2018년도 서산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2018.02.27

2018.03.01~2018.12.31

충남관광(주)

45,760,000

용역

2018년도 곡성지사 통근버스 임차용역

2018.02.28

2018.03.01~2018.12.31

(주) 나라고속관광

37,923,600

용역

기지~BUOY간 매설송유관로 보수공사 설계 및 도로굴착 인허가 용역

2018.02.28

2018.02.28~2018.11.24

주식회사 건우엔텍

9,800,000

물품

사설항로등명기(돌핀 A,C호등) 섬광기 구매 교체

2018.03.05

2018.03.06~2018.05.04

뉴마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6,270,000

공사

외곽휀스 하단 침투방지봉 보강 공사

2018.03.06

2018.03.06~2018.03.26

(주)석영

6,805,700

용역

곡성지사 내화구조 및 방폭부문 개선 용역

2018.03.06

2018.03.08~2018.04.06

에스티이에스 주식회사

10,780,000

물품

OLD OFFGAS COMPRESSOR 저장품 구매

2018.03.07

2018.03.07~2018.08.31

준코퍼레이션(주)

48,642,000

물품

2018년도 해상 연차보수용 BUTTERYFLY VALVE 구매

2018.03.08

2018.03.08~2018.07.19

더센텀무역 주식회사

15,249,080

물품

LPG INJECTION PUMP 저장품 구매

2018.03.08

2018.03.08~2018.08.31

삼의상사(주)

12,120,900

공사

행정동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2018.03.15

2018.03.16~2018.04.04

주식회사 태림산업

10,560,000

용역

2018년도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용역

2018.03.16

2018.03.01~2018.12.31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5,800,000

공사

기지내 건물(자재창고, 식당, 입출하관리실) 외벽 도장공사

2018.03.19

2018.03.19~2018.04.12

(주) 태건도장

9,300,000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용역

2018년도 다가치(지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2018.03.19

2018.04.01~2018.12.31

주식회사 날리지큐브

물품

열조용 볼탱크(C-603E) 레벨게이지 DISPLACER 구매 교체작업

2018.03.22

2018.03.23~2018.04.19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7,392,000

용역

2018년도 지하수위 무선관측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18.03.27

2018.03.27~2018.12.31

주식회사 하이드로넷

24,992,000

용역

2018년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2018.03.28

2018.03.28~2018.12.31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634,198,000

물품

1부두 프로판 로딩암(A-101) SWIVEL JOINT PACKING 구매

2018.03.29

2018.03.30~2018.08.29

주식회사 티엘에스컨설턴츠

8,008,000

공사

기지~BUOY간 매설송유관로 보수공사(1,2구간)

2018.04.05

2018.04.06~2018.04.17

백산이엔씨 주식회사

46,122,472

물품

소방수신반 및 중계반 모듈 구매 (낙뢰조치)

2018.04.11

2018.04.11~2018.04.13

지멘스 주식회사

11,110,000

공사

용인지사 TANK GAUGE SYSTEM 교체공사

2018.04.11

2018.04.11~2018.09.07

한국에머슨 주식회사

199,804,000

공사

방호과학화설비 낙뢰 피해 긴급복구공사

2018.04.12

2018.04.12~2018.04.13

주식회사 삼산전자통신

28,050,000

공사

PROCESS 지역 배관지지대 내화피복 공사

2018.04.12

2018.04.12~2018.04.27

주식회사 한특건설

10,923,000

공사

서산지사 엔진(CAT 3412DITA) 분해점검 및 보수공사

2018.04.12

2018.04.12~2018.05.21

지성엔지니어링

43,153,000

용역

2018년도 지하비축기지 수질분석용역

2018.04.13

2018.04.13~2018.12.12

(주)대영이엔씨

74,672,818

공사

1차기지 STRIPPING 배관 하부 보강작업

2018.04.13

2018.04.13~2018.05.08

공진산업

10,670,000

공사

2차 SHAFT 삼출수 수직배관 교체공사

2018.04.19

2018.04.19~2018.06.18

세정주식회사

공사

2018년도 평택 LPG 냉동선 부두박지 유지준설공사

2018.04.25

2018.04.26~2018.10.22

주식회사 대양산업건설

용역

201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2018.04.30

2018.04.30~2018.12.31

주식회사 인키움

83,049,000

공사

T-104 탱크 보수 도장 공사

2018.05.02

2018.05.14~2018.06.11

고려도장산업(주)

10,791,000

물품

2018년 부취제 구매

2018.05.03

2018.05.03~2018.07.31

극동화학(주)

39,078,600

물품

부두 및 유량계 UPS 설비 배터리 구매

2018.05.04

2018.05.08~2018.05.27

이화전기

7,800,000

용역

2018년도 용인지사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018.05.08

2018.05.08~2018.06.21

(주)혜성안전기술원

34,657,700

공사

서산지사 STRIPPING PUMP 추가 설치 공사

2018.05.08

2018.05.08~2018.11.03

신성설비 주식회사

71,767,300

물품

복사용지(A4) 구매

2018.05.09

2018.05.09~2018.06.11

사단법인한마음장애인복지회(한마음사업단)

9,200,000

물품

복사용지(A4) 구매

2018.05.09

2018.08.23~2018.09.29

사단법인한마음장애인복지회(한마음사업단)

5,520,000

용역

ISO14001:2015 전환 및 사후 통합심사 용역

2018.05.10

2018.05.11~2018.08.31

(주)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15,243,800

공사

여수지사 2차공동 삼출수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2018.05.10

2018.05.10~2018.09.06

세정주식회사

42,649,000

공사

평택지사 공동지역 전원공급용 고압케이블 교체공사

2018.05.14

2018.05.14~2018.07.22

주식회사 혜담이앤씨

217,327,000

공사

거제 3차 SHAFT 삼출수 옥외배관 교체공사

2018.05.16

2018.05.17~2018.07.31

에이원산업 주식회사

33,000,000

공사

수처리 및 악취방지설비 여과재 교체공사

2018.05.16

2018.05.16~2018.07.03

자연과학산업 주식회사

33,340,000

공사

거제 3차 담수터널 그린월 뒷채움 보수공사

2018.05.16

2018.05.17~2018.06.10

주식회사 진산건설

10,450,000

용역

육상 매설배관 정밀 안전진단(피복탐측) 용역

2018.05.24

2018.05.24~2018.07.02

삼우테크주식회사

28,500,000

용역

승강기 3호기 로프 교체작업

2018.05.25

2018.05.28~2018.08.25

오티스엘리베이터(유)

15,850,000

공사

구리지사 3공동 상부 절개지 낙석방지 안전펜스 설치공사

2018.05.25

2018.05.23~2018.07.03

주식회사 에이트

30,250,000

공사

출하펌프 WELL HEAD FLANGE 씰링작업

2018.05.28

2018.05.29~2018.06.17

강우기업(주)

10,340,000

공사

평택지사 소화저수조 보수공사

2018.05.28

2018.05.28~2018.08.25

시주건설 주식회사

116,386,182

공사

용인지사 행정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2018.05.30

2018.05.30~2018.07.09

주식회사 리노디자인빌드

51,766,000

물품

서산지사 해상로딩암 외산자재(PACKING 등) 구매

2018.05.31

2018.05.31~2018.08.31

(주)케이엔씨테크놀로지스

241,798,986

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2018.05.31

2018.06.01~2018.06.10

주식회사 태림산업

30,204,000

38,720,000
2,016,850,000

9,580,000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물품

2018년도 제품탱크 보수공사 관련 전기설비(스텐드 외) 제작품 구매

2018.06.04

2018.06.04~2018.07.17

주식회사 중부보안

5,750,000

공사

1차기지 STRIPPING 배관 하부 보강작업

2018.06.05

2018.06.05~2018.06.30

공진산업

10,450,000

용역

구리지사 안전밸브 정기검사

2018.06.12

2018.06.12~2018.07.11

(주)유성

10,450,000

공사

구리지사 활성탄(V-907B) 교체공사

2018.06.12

2018.06.12~2018.07.11

신광화학공업(주)

10,120,000

물품

울산지사 작업용차량(2.5톤 화물트럭) 크레인 구매설치

2018.06.14

2018.06.14~2018.07.24

(주) 세강

19,000,000

공사

1부두입구 밸브조작 발판설치 등 보완작업

2018.06.20

2018.06.21~2018.07.10

주식회사 태림산업

7,300,000

공사

여수지사 기존공동 20" VENT 밸브 교체공사

2018.06.21

2018.06.21~2018.12.17

주식회사 나성건설

92,796,000

용역

PSM 보고서 관련 내화 및 방폭부분 개선용역

2018.06.25

2018.06.26~2018.08.20

에스티이에스 주식회사

10,450,000

물품

제품탱크 보수공사 관련 전선 구매

2018.06.25

2018.06.25~2018.07.24

태경사전업

8,673,500

물품

제품탱크 보수공사 관련 변압기 외 6건 구매

2018.06.25

2018.06.25~2018.07.24

태경사전업

9,447,845

물품

냉난방기 구매(설치포함)

2018.06.25

2018.06.25~2018.08.07

한신기계냉동

7,612,000

공사

서산지사 수목 긴급방제 및 시비전정공사

2018.06.26

2018.06.26~2018.08.04

서산시산림조합

22,573,000

공사

거제 해안지역 외곽휀스 윤형철조망 교체공사

2018.06.27

2018.06.27~2018.08.16

주식회사 디자인남영

32,131,000

공사

여수지사 주변전실 지붕 방수덮개 설치공사

2018.06.27

2018.06.27~2018.07.23

주식회사 서원아이앤디

31,002,512

용역

2018년 직원 채용 대행 용역

2018.07.03

2018.07.04~2018.11.03

(주)스카우트

130,191,878

공사

기지내 및 외곽 경비순찰로 제초작업

2018.07.03

2018.07.03~2018.07.24

백향꽃조경

물품

석유개발 기술자료 스토리지 도입 및 증설

2018.07.04

2018.07.04~2018.10.01

(주)나고소프트(Nagosoft Inc.)

공사

행정동 옥상 물탱크 교체 공사

2018.07.05

2018.07.05~2018.08.02

주식회사 가람씨앤씨

7,920,000

용역

구리지사 PSM 자체감사 및 폭발위험범위 산정 개선 용역

2018.07.05

2018.07.16~2018.07.30

주식회사 바텍에스이씨（BARTEC SEC）

10,450,000

용역

2018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8.07.06

2018.07.06~2018.09.03

에스지이엔지주식회사

36,634,400

물품

공정지역 등·경유 취급시설 가스감지기 구매

2018.07.06

2018.07.07~2018.07.26

조영엔지니어링

10,230,000

공사

서산지사 갱웨이 보수공사

2018.07.09

2018.07.09~2018.08.27

제일기술산업주식회사

19,974,900

공사

방호경비동 내부 개선 공사

2018.07.10

2018.07.10~2018.08.07

희망나무

10,648,000

용역

2018년 제초작업 용역

2018.07.11

2018.07.12~2018.07.31

시민종합조경 주식회사

10,615,000

공사

유량계측설비 차압계 교체(TYPE 변경)공사

2018.07.11

2018.07.11~2018.09.08

주식회사 플로트론

30,159,800

용역

평택지사 제1부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18.07.11

2018.07.11~2018.11.27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206,525,000

공사

동해지사 공정제어설비(DCS) 교체공사

2018.07.12

2018.07.12~2018.11.28

한국하니웰 주식회사

292,809,000

공사

공정지역 등·경유 취급시설 가스감지기 설치공사

2018.07.16

2018.07.17~2018.08.05

모아이엔지

9,425,900

물품

CCTV 타임서버 구매설치

2018.07.16

2018.07.16~2018.08.16

신명전자

8,030,000

공사

알뜰출하대 등 시설물 도장 보수작업

2018.07.16

2018.07.17~2018.07.25

주식회사태룡

10,566,600

물품

울산지사 정수처리설비 ULTRA FILTER 모듈 구매(설치 포함)

2018.07.17

2018.07.17~2018.11.14

이엔테크 주식회사

35,200,680

공사

여수지사 T-201공동 삼출수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2018.07.20

2018.07.20~2018.11.16

제일기술산업주식회사

40,854,000

물품

공정지역 안전관리 경보설비 설치 자재구매

2018.07.20

2018.07.21~2018.08.09

주식회사 이언시스템

7,793,500

공사

주변전실 VCB(진공차단기)교체공사

2018.07.20

2018.07.20~2018.09.07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44,577,920

공사

기지내 방제 및 전지작업(공사)

2018.07.23

2018.07.23~2018.08.02

주식회사 한성나무종합병원

8,307,000

물품

메신저시스템 WINDOWS10 호환성 PATCH PACK 구매

2018.07.26

2018.07.26~2018.09.03

주식회사 이지닉스

9,680,000

물품

기술자료 백업 SW 버전 업그레이드

2018.07.27

2018.08.07~2018.08.20

케이엘씨앤씨주식회사

6,655,000

8,700,000
368,394,485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공사

거제 지상탱크 원유출하펌프 A호기 OVERHAUL공사

2018.07.30

2018.07.31~2018.09.28

주식회사 에이치티에프

공사

T-102 FLAME ARRESTER BODY PIN HOLE 보수공사

2018.07.31

2018.07.31~2018.08.10

공진산업

7,975,000

공사

평택지사 SLOP OIL PUMP 교체 및 배관 개선공사

2018.07.31

2018.08.01~2018.12.28

태진건설(주)

67,204,400

물품

본·지사 방문기념품 통합구매

2018.08.01

2018.08.01~2018.08.17

(주)그린주의

27,940,000

공사

공동내 가스 및 산소감지기 설치공사

2018.08.02

2018.08.21~2018.09.17

주식회사 다우에스엠

34,981,487

물품

다회용컵 외 2종 구매

2018.08.02

2018.08.02~2018.08.14

주식회사 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16,250,000

공사

알뜰탱크 지역 소화전 조작발판 제작설치

2018.08.02

2018.08.03~2018.08.07

주식회사 태림산업

7,712,100

물품

수변전실 진공차단기 구매(설치 포함)

2018.08.02

2018.08.02~2018.10.1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43,986,800

용역

육.해상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UPS)보수 및 정밀점검 용역

2018.08.03

2018.08.03~2018.12.30

버티브코리아 주식회사

50,331,637

공사

거제 주변전실 콘덴서반 보수공사

2018.08.06

2018.08.07~2018.10.06

주식회사 천광전기

26,983,000

물품

트럭입출하대 방폭기기 SEALING FITTING 구매(설치포함)

2018.08.09

2018.08.09~2018.10.09

(주)우진

9,955,000

공사

SLOP OIL 탱크 인입배관 볼밸브 정비 공사

2018.08.14

2018.08.14~2018.09.10

제일기술산업주식회사

8,756,000

공사

서산지사 해상로딩암 정밀점검공사

2018.08.17

2018.08.17~2018.12.31

한국종합기계기술(주)

536,052,000

물품

서버 가상화 솔루션 구매

2018.08.20

2018.08.20~2018.09.18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42,900,000

물품

GAS DETECTOR 구매(설치포함)

2018.08.24

2018.08.24~2018.10.24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

21,208,000

공사

2018년도 안전밸브 정기검사 및 보수공사

2018.08.24

2018.08.24~2018.09.18

주식회사 코리아밸브

13,310,000

공사

VALVE ACTUATOR TYPE 변경공사

2018.08.27

2018.08.27~2018.12.31

주식회사 온누리이엔지

84,535,000

공사

평택지사 제2부두 안전난간대 교체공사

2018.08.30

2018.08.31~2018.11.28

대진건설(주)

31,800,000

용역

2018년 본사 출입통제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2018.08.31

2018.09.01~2018.12.31

주식회사 에스원

12,320,000

물품

PIPE PROVER SPHERE 구매

2018.09.04

2018.09.04~2018.10.15

케이에프시스템주식회사

9,548,000

물품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설치용 IP릴레이 제어모듈 구매

2018.09.05

2018.09.06~2018.10.03

주식회사 이언시스템

19,813,200

공사

유량계 AIR ELIMINATOR PSV 점검용 블록밸브 설치

2018.09.06

2018.09.06~2018.09.27

공진산업

8,800,000

용역

승강기 6호기 로프 교체작업 및 예비자재 구매

2018.09.10

2018.09.11~2018.12.11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8,000,000

공사

뉴프로판 지역 DRYER설비 철거공사

2018.09.10

2018.09.11~2018.09.25

주식회사 태림산업

9,900,000

공사

LPG 트럭로딩암 SWIVEL JOINT SEAL 국산화

2018.09.11

2018.09.12~2018.11.10

에이치엔엔지니어링

10,507,000

공사

프로판 볼탱크 개방점검 및 보수공사

2018.09.12

2018.09.12~2018.12.10

지에스플랜트(주)

96,872,586

용역

2018년 갱내수벽공 청소용역

2018.09.13

2018.09.13~2018.10.07

주식회사보링앤코어박스

10,430,000

공사

유수분리조 악취포집배관 FRP 설치공사

2018.09.14

2018.09.14~2018.10.09

경인산업

10,560,000

공사

경비순찰로 내,외곽 휀스주변 제초작업

2018.09.14

2018.09.14~2018.09.28

백향꽃조경

6,350,000

공사

거제 VCU BLOWER OVERHAUL 공사

2018.09.14

2018.09.14~2018.10.14

해강

10,010,000

공사

계곡수 제방 보완 및 저장조 추가 설치공사

2018.09.20

2018.09.27~2018.11.15

일신건설(주)

37,396,360

공사

T-504탱크 배후 산지법면 보수공사

2018.09.21

2018.09.21~2018.10.19

(유)백두건설

9,548,000

공사

TK-102탱크 전기방식설비 보수공사

2018.09.21

2018.09.21~2018.10.19

동양방식(주)

8,800,000

물품

2018년 비축지사 동계작업복 구매

2018.09.27

2018.09.27~2018.10.27

주식회사 엘나인

26,522,496

용역

2018년 용인지사 외곽휀스 예초작업

2018.09.28

2018.09.28~2018.11.30

주식회사 경성개발

10,417,000

공사

여수지사 TK-302 탱크 전기방식 보완공사

2018.10.01

2018.10.01~2018.12.29

금강건설(주)

294,910,000

공사

뉴프로판 공동 경량지붕 설치

2018.10.02

2018.10.03~2018.10.22

옥성건영(주)

9,802,100

41,778,000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공사

울산지사 기지 ~ BUOY간 매설송유관로 보수공사(3,4구간)

2018.10.04

2018.10.10~2018.11.10

(주)평강건설

68,244,362

물품

기록관리시스템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2018.10.04

2018.10.04~2018.10.23

네오테크닉스(주)

9,900,000

용역

알뜰시스템 모니터링 기능개선

2018.10.04

2018.10.04~2018.11.03

주식회사 유노비젼

9,900,000

용역

공사 NEW 비전 창출 및 중장기 전략방향 정립 용역

2018.10.05

2018.10.05~2018.12.27

(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37,015,900

공사

서산지사 STRIPPING PUMP 전기공사

2018.10.08

2018.10.08~2018.12.06

(합)강전사

24,222,000

공사

2018년도 안전밸브 정기검사 및 보수작업

2018.10.10

2018.10.11~2018.11.09

주식회사 미림산업

8,517,000

용역

2018년 UAE ADIPEC 홍보관 제작 운영 용역

2018.10.10

2018.10.10~2018.11.30

주식회사 인터블루커뮤니케이션

108,000,000

용역

2018년도 해상플랫폼 정기보수(기계) 공사

2018.10.11

2018.10.11~2018.11.30

(주)한공건설

29,000,000

물품

2019년도 한국석유공사 달력 및 수첩 제작구매

2018.10.11

2018.10.11~2018.12.11

신진사

43,147,360

용역

방폭지역 재설정 용역

2018.10.11

2018.10.11~2018.12.05

주식회사 한국방폭인증센터

6,380,000

용역

2018년도 육상 PSV POPPING TEST 및 REPAIR 용역

2018.10.12

2018.10.12~2018.10.30

(주)한공건설

18,623,000

용역

여수지사 매설배관 피복검사 용역

2018.10.12

2018.10.12~2018.11.10

삼우테크주식회사

23,001,000

공사

거제지사 구내도로 차선 도색작업

2018.10.12

2018.10.12~2018.10.21

주식회사 제이제이건설

7,750,000

용역

2018년도 해상 PSV POPPING TEST 및 REPAIR 용역

2018.10.15

2018.10.15~2018.11.30

대원인스텍(주)

46,280,300

물품

UPS 및 충전기반 축전지 구매(교체포함)

2018.10.16

2018.10.16~2018.11.14

가람

20,659,320

공사

T-202 FLAME ARRESTER BODY PIN HOLE 보수공사

2018.10.16

2018.10.16~2018.10.25

공진산업

6,600,000

용역

폐수처리설비 개선공사 실시 설계용역

2018.10.16

2018.10.16~2018.11.14

주식회사 수처리월드

9,900,000

물품

석유개발기술자료 DB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구매

2018.10.17

2018.10.17~2018.11.15

(주)명인이노

48,732,000

공사

구통제실 환경개선 공사

2018.10.18

2018.10.19~2018.10.28

주식회사 동진에이앤티

10,087,000

공사

2018년도 거제지사 안전밸브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2018.10.18

2018.10.18~2018.11.16

주식회사 하늘기업

12,680,800

물품

공정 및 공동지역 발전기제어반 부속자재 구매

2018.10.22

2018.10.23~2018.11.21

(주)베스텍

8,910,000

공사

주변압기 2차측 고압케이블 구매 교체공사

2018.10.22

2018.10.23~2018.12.06

주식회사 주신전기

10,034,000

공사

혼유 컷팅밸브 정비공사

2018.10.22

2018.10.25~2018.11.23

주식회사 코인즈

8,690,000

공사

주변전실 배전반 전력량계 설치공사

2018.10.22

2018.10.22~2018.11.10

한승전기(주)

9,163,000

공사

탱크지역 사면 보수공사

2018.10.23

2018.10.24~2018.11.22

(유)백두건설

9,383,000

물품

여수지사 QRH HOOK RELEASE 전송장치 구매(교체포함)

2018.10.23

2018.10.23~2018.12.31

(주)일우인터내셔날

19,800,000

공사

안전밸브 정기검사 및 보수

2018.10.23

2018.11.05~2018.12.04

유양기술(주)

12,778,268

용역

배출수저장조 덮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8.10.23

2018.10.23~2018.11.21

주식회사 이룸건축사사무소

10,100,000

물품

랜섬웨어 대응 PC자료 백업 및 공유체계 구축용 H/W 등 구매

2018.10.24

2018.10.24~2018.12.02

(주)넥솔위즈빌

137,174,400

공사

공정용 CCTV 추가설치 공사

2018.10.24

2018.10.24~2018.11.19

광주경보시스템

9,713,000

물품

사용자PC 보안관리체계 구매

2018.10.24

2018.10.24~2018.12.24

주식회사 코어스넷

32,202,800

용역

2018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2018.10.24

2018.10.24~2018.11.30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10,925,200

공사

평택지사 가스감지기 SENSOR 교체공사

2018.10.26

2018.10.27~2018.12.25

주식회사 세영전력

75,066,200

공사

지상탱크 소방도로 U형 측구 벽체 인상공사

2018.10.29

2018.10.29~2018.11.22

주식회사 진산건설

8,490,000

공사

3차 담수터널 상부 배수구조물 설치공사

2018.10.29

2018.10.29~2018.11.22

주식회사 진산건설

10,580,000

물품

유위측정설비 소프트웨어 구매(설치포함)

2018.11.01

2018.11.01~2018.11.28

월드 트래이딩

28,765,000

공사

자가처리시설 침전조 덮개제작 및 설치공사

2018.11.06

2018.11.06~2018.12.15

부경테크(주)

20,175,730

구분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사)

지급금액 (원)

공사

출하펌프(P-101A) 인양점검 및 설치공사

2018.11.08

2018.11.08~2018.12.05

하지공업(주)

10,670,000

물품

IPSTOR용량 라이선스 구매

2018.11.12

2018.11.12~2018.12.11

씨앤지정보

45,491,781

공사

거제 입출하 부두 보조 갱웨이 하부 사다리 교체공사

2018.11.12

2018.11.12~2018.12.31

제일기술산업주식회사

71,280,000

물품

소방모터 구매

2018.11.14

2018.11.14~2018.12.11

(주)가경소방전력공사

10,395,000

공사

주변전실 UPS 축전지 교체작업

2018.11.16

2018.11.16~2018.12.05

이화전기

8,140,000

공사

유동점 강하제 주입시설 철거공사

2018.11.20

2018.11.20~2018.11.30

(주)세진이엔씨

8,140,000

물품

회사 CI 인쇄 봉투류 구매

2018.11.20

2018.11.20~2018.12.21

전우용사촌(주)

7,315,000

물품

회사 CI 인쇄 종이가방 6종 구매

2018.11.20

2018.11.20~2018.12.21

주식회사 두루행복한세상

6,765,000

용역

2018년도 서산지사 안전밸브 정기검사 용역

2018.11.21

2018.11.21~2018.12.30

주식회사 하늘기업

34,535,600

공사

2018년도 여수지사 안전밸브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2018.11.22

2018.11.22~2018.12.16

유양기술(주)

23,947,000

공사

제품 및 LPG 입출하배관 등 도장 보수작업

2018.11.22

2018.11.23~2018.12.04

주식회사태룡

8,459,000

공사

거제 STRIPPING PUMP 교체 공사

2018.11.26

2018.11.26~2018.12.20

공진산업

9,500,000

물품

복사용지(A4외 1종) 구매

2018.11.29

2018.11.29~2018.12.28

(사)함께하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

6,980,000

물품

오피넷 홍보용 기념품(물티슈) 구매

2018.11.29

2018.11.29~2018.12.31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8,925,000

물품

상조용 일회용품 구매

2018.11.30

2018.11.30~2018.12.28

서울포장 주식회사 (SEOUL PACKAGE CO.,Ltd.)

9,900,000

물품

석유개발 기술자료 출력지원용 장비 구매

2018.11.30

2018.11.30~2018.12.19

주식회사 투와이시스템즈

6,899,970

공사

지상탱크 해안 내곽휀스 윤형철조망 교체공사

2018.12.04

2018.12.04~2018.12.23

(주)고성철망산업

8,910,000

공사

거제 STRIPPING LINE 개선공사

2018.12.04

2018.12.04~2018.12.28

공진산업

9,900,000

물품

서버 가상화 솔루션 추가 구매

2018.12.04

2018.12.04~2018.12.24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39,350,000

물품

오피넷 DB 라이센스 구매

2018.12.05

2018.12.05~2018.12.18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17,000,000

용역

오피넷 DBMS(SYBASE ASE) 성능 개선

2018.12.05

2018.12.06~2018.12.21

주식회사 데이터웍스

7,700,000

물품

차량장착 크레인 구매(설치포함)

2018.12.05

2018.12.05~2018.12.24

주식회사 동부아이씨티

21,956,139

용역

서울업무지원센터 경량칸막이 설치작업 계약

2018.12.07

2018.12.07~2018.12.24

명진월투월

6,160,000

공사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제초작업

2018.12.11

2018.12.12~2018.12.28

서산시산림조합

7,000,000

공사

정부합동 긴급안전점검 시정지시사항 긴급보수공사

2018.12.14

2018.12.14~2018.12.24

대진도장

8,778,000

물품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메타관리시스템 서버구매

2018.12.20

2018.12.20~2018.12.31

(주)이에스아이티

9,6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