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산출표

□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0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제11조, 

별표6*에 따라 산출하고 기술자별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개정(’16. 7. 1. 이전) 수수료는 종전 기준에 따름(별첨 1, 2참조)

** 2020년 적용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

태조사결과」(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 2017년~2020년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비교

 ㅇ 본인증 및 예비인증 시 건물 할증계수 1.0 기준 비교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수료 증감(%) 수수료 증감(%) 수수료 증감(%) 수수료 증감(%)

개정

(‘16.7.1.)

전

기준

적용*

본인증(주거) 12,062,164  +0.3 12,386,710 +2.7 12,637,501 +2.0 12,854,192 +2.0

본인증(비주거) 20,987,928  +0.3 21,555,094 +2.7 21,987,516 +2.0 22,354,869 +2.0

예비인증(주거) 8,293,603  +0.3 8,522,371 +2.8 8,686,794 +1.9 8,833,584 +2.0

예비인증(비주거) 11,075,345  +0.3 11,379,726 +2.7 11,600,755 +1.9 11,794,499 +2.0

개정

(‘16.7.1.)

후

기준

적용

본인증(주거) 8,605,143  +0.8 8,790,465 +2.2 8,800,555 +0.1 8,975,386 +2.0

본인증(비주거) 15,064,392  +0.9 15,390,471 +2.2 15,411,791 +0.1 15,732,522 +2.0

예비인증(주거) 5,974,403  +0.8 6,095,934 +2.0 6,099,279 +0.1 6,216,345 +2.0

예비인증(비주거) 7,916,065  +0.8 8,084,814 +2.1 8,094,002 +0.1 8,253,197 +2.0

* 개정(’16.7.1.)전 기준은 개정 시행당시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

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적용(지능형건

축물 인증기준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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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 산출

 (1) 본인증 - '16.7.1 이전 적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12호)

 ㅇ 공동주택, 숙박시설

                                                                       (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500세대 미만 10,110,001 10,283,354 0.8 +2.0

500세대 ～ 1,500세대 미만 12,637,501 12,854,192 1.0 +2.0

1,500세대 이상 15,165,001 15,425,031 1.2 +2.0
  

 ※세대수 5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66항목 적용

 ㅇ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단위 : 원)

연면적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10,000㎡ 이하 10,993,758 11,177,434 0.5 +2.0

10,000㎡ ～ 20,000㎡ 이하 15,391,261 15,648,408 0.7 +2.0

20,000㎡ ～ 30,000㎡ 이하 17,590,013 17,883,895 0.8 +2.0

30,000㎡ ～ 40,000㎡ 이하 19,788,765 20,119,382 0.9 +2.0

40,000㎡ ～ 50,000㎡ 이하 21,987,516 22,354,869 1.0 +2.0

50,000㎡ ～ 60,000㎡ 이하 26,385,020 26,825,842 1.2 +2.0

60,000㎡ ～ 70,000㎡ 이하 30,782,523 31,296,816 1.4 +2.0

70,000㎡ ～ 80,000㎡ 이하 35,180,026 35,767,790 1.6 +2.0

80,000㎡ ～ 100,000㎡ 이하 39,577,529 40,238,764 1.8 +2.0

100,000㎡ ～ 120,000㎡ 이하 43,975,033 44,709,737 2.0 +2.0

120,000㎡ ～ 150,000㎡ 이하 48,372,536 49,180,711 2.2 +2.0

150,000㎡ 초과 52,770,039 53,651,685 2.4 +2.0

※ 연면적 40,000㎡ ～ 50,000㎡ 이하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125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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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인증 - '16.7.1 이전 적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12호)

 ㅇ 공동주택, 숙박시설

                                                                       (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500세대 미만 6,949,435 7,066,867 0.8 +2.0

500세대 ～ 1,500세대 미만 8,686,794 8,833,584 1.0 +2.0

1,500세대 이상 10,424,152 10,600,300 1.2 +2.0
  

※ 세대수 5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66항목 적용

 ㅇ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단위 : 원)

연면적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10,000㎡ 이하 5,800,377 5,897,249 0.5 +2.0

10,000㎡ ～ 20,000㎡ 이하 8,120,528 8,256,149 0.7 +2.0

20,000㎡ ～ 30,000㎡ 이하 9,280,604 9,435,599 0.8 +2.0

30,000㎡ ～ 40,000㎡ 이하 10,440,679 10,615,049 0.9 +2.0

40,000㎡ ～ 50,000㎡ 이하 11,600,755 11,794,499 1.0 +2.0

50,000㎡ ～ 60,000㎡ 이하 13,920,906 14,153,399 1.2 +2.0

60,000㎡ ～ 70,000㎡ 이하 16,241,057 16,512,298 1.4 +2.0

70,000㎡ ～ 80,000㎡ 이하 18,561,208 18,871,198 1.6 +2.0

80,000㎡ ～ 100,000㎡ 이하 20,881,359 21,230,098 1.8 +2.0

100,000㎡ ～ 120,000㎡ 이하 23,201,510 23,588,998 2.0 +2.0

120,000㎡ ～ 150,000㎡ 이하 25,521,661 25,947,898 2.2 +2.0

150,000㎡ 초과 27,841,812 28,306,797 2.4 +2.0

※ 연면적 40,000㎡ ～ 50,000㎡ 이하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125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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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증 - '16.7.1 이후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80호)

 ㅇ 주거시설

                                                                       (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500세대 미만 7,040,444 7,180,309 0.8 +2.0

500세대 ～ 1,500세대 미만 8,800,555 8,975,386 1.0 +2.0

1,500세대 이상 10,560,666 
10,770,46

3 
1.2 +2.0   

※ 세대수 5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37항목 적용

 ㅇ 비주거시설
                                                                       (단위 : 원)

연면적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10,000㎡ 이하 7,705,895 7,866,261 0.5 +2.0

10,000 ～ 20,000㎡  이하 10,788,254 11,012,765 0.7 +2.0

20,000㎡ ～ 30,000㎡  이하 12,329,433 12,586,017 0.8 +2.0

30,000㎡ ～ 40,000㎡  이하 13,870,612 14,159,270 0.9 +2.0

40,000㎡ ～ 50,000㎡  이하 15,411,791 15,732,522 1.0 +2.0

50,000㎡ ～ 60,000㎡  이하 18,494,149 18,879,026 1.2 +2.0

60,000㎡ ～ 70,000㎡  이하 21,576,507 22,025,530 1.4 +2.0

70,000㎡ ～ 80,000㎡  이하 24,658,865 25,172,035 1.6 +2.0

80,000㎡ ～ 100,000㎡  이하 27,741,224 28,318,539 1.8 +2.0

100,000㎡ ～ 120,000㎡ 이하 30,823,582 31,465,043 2.0 +2.0

120,000㎡ ～ 150,000㎡ 이하 33,905,940 34,611,548 2.2 +2.0

150,000㎡ ～ 200,000㎡ 이하 36,988,298 37,758,052 2.4 +2.0

200,000㎡ ～ 300,000㎡ 이하 40,070,656 40,904,556 2.6 +2.0

300,000㎡ ～ 400,000㎡ 이하 43,153,015 44,051,061 2.8 +2.0

400,000㎡ 초과 46,235,373 47,197,565 3.0 +2.0

※ 연면적 40,000㎡ ～ 50,000㎡ 이하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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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수 60항목 적용

 (4) 예비인증 - '16.7.1 이후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80호)

 ㅇ 주거시설

                                                                       (단위 : 원)

세대수(객실수)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500세대 미만 4,879,423 4,973,076 0.8 +2.0

500세대 ～ 1,500세대 미만 6,099,279 6,216,345 1.0 +2.0

1,500세대 이상 7,319,135 7,459,614 1.2 +2.0
  

※ 세대수 5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평가항목수 37항목 적용

 ㅇ 비주거시설

                                                                       (단위 : 원)

연면적
수수료

(2019년)

수수료

(2020년)

할증

계수

2019년대비 

증감률(%)

10,000㎡ 이하 4,047,001 4,126,599 0.5 +2.0

10,000 ～ 20,000㎡  이하 5,665,801 5,777,238 0.7 +2.0

20,000㎡ ～ 30,000㎡  이하 6,475,201 6,602,558 0.8 +2.0

30,000㎡ ～ 40,000㎡  이하 7,284,601 7,427,877 0.9 +2.0

40,000㎡ ～ 50,000㎡  이하 8,094,002 8,253,197 1.0 +2.0

50,000㎡ ～ 60,000㎡  이하 9,712,802 9,903,837 1.2 +2.0

60,000㎡ ～ 70,000㎡  이하 11,331,602 11,554,476 1.4 +2.0

70,000㎡ ～ 80,000㎡  이하 12,950,403 13,205,115 1.6 +2.0

80,000㎡ ～ 100,000㎡  이하 14,569,203 14,855,755 1.8 +2.0

100,000㎡ ～ 120,000㎡ 이하 16,188,003 16,506,394 2.0 +2.0

120,000㎡ ～ 150,000㎡ 이하 17,806,804 18,157,034 2.2 +2.0

150,000㎡ ～ 200,000㎡ 이하 19,425,604 19,807,673 2.4 +2.0

200,000㎡ ～ 300,000㎡ 이하 21,044,404 21,458,313 2.6 +2.0

300,000㎡ ～ 400,000㎡ 이하 22,663,205 23,108,952 2.8 +2.0

400,000㎡ 초과 24,282,005 24,759,592 3.0 +2.0

※ 연면적 40,000㎡ ～ 50,000㎡ 이하 할증계수(1.0) 기준으로 수수료 산출 및    

- 6 -

   평가항목수 60항목 적용

별첨 1 '16.7.1 이전 수수료 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512호)

[별표 6]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숙박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5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5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 + 여비 + 기술경비 + 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미만 0.8

500～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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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항목수 비주거용 125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9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7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4.5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4.5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이하 0.5 60,000㎡ 초과 ～70,000㎡ 이하 1.4

10,000㎡ 초과 ～20,000㎡ 이하 0.7 70,000㎡ 초과 ～80,000㎡ 이하 1.6

20,000㎡ 초과 ～30,000㎡ 이하 0.8 80,000㎡ 초과 ～100,000㎡ 이하 1.8

30,000㎡ 초과 ～40,000㎡ 이하 0.9 100,000㎡ 초과～120,000㎡ 이하 2.0

40,000㎡ 초과 ～50,000㎡ 이하 1.0 120,000㎡ 초과～150,000㎡ 이하 2.2

50,000㎡ 초과 ～60,000㎡ 이하 1.2 150,000㎡ 초과 2.4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수수료+판매시설 수수료) × (공동주택 항목수+판매시설 항목수)

2 × 판매시설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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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숙박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4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2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5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인건비의 3%)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

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미만 0.8

500 ～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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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항목수 비주거용 125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5일 

•기술사인건비 × 1인 × 1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4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인건비의 3%)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

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이하 0.5 60,000㎡ 초과 ～70,000㎡ 이하 1.4

10,000㎡ 초과 ～20,000㎡ 이하 0.7 70,000㎡ 초과 ～80,000㎡ 이하 1.6

20,000㎡ 초과 ～30,000㎡ 이하 0.8 80,000㎡ 초과 ～100,000㎡ 이하 1.8

30,000㎡ 초과 ～40,000㎡ 이하 0.9 100,000㎡ 초과 ～120,000㎡ 이하 2.0

40,000㎡ 초과 ～50,000㎡ 이하 1.0 120,000㎡ 초과 ～150,000㎡ 이하 2.2

50,000㎡ 초과 ～60,000㎡ 이하 1.2 150,000㎡ 초과 2.4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수수료+판매시설 수수료)×(공동주택 항목수+판매시설 항목수)

2 × 판매시설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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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16.7.1 이후 수수료 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80호)

[별표 6] 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2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5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1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

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

식

(인건비의 2%)

간접

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

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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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4.5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4일

현장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1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5일

여비 교통, 통신비
•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

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

식

(인건비의 2%)

간접

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

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이하 0.5 80,000㎡초과 ～ 100,000㎡이하 1.8

10,000㎡초과 ～ 20,000㎡이하 0.7 100,000㎡초과 ～ 120,000㎡이하 2.0
20,000㎡초과 ～ 30,000㎡이하 0.8 120,000㎡초과 ～ 150,000㎡이하 2.2
30,000㎡초과 ～ 40,000㎡이하 0.9 150,000㎡초과 ～ 200,000㎡이하 2.4
40,000㎡초과 ～ 50,000㎡이하 1.0 200,000㎡초과 ～ 300,000㎡이하 2.6
50,000㎡초과 ～ 60,000㎡이하 1.2 300,000㎡초과 ～ 400,000㎡이하 2.8
60,000㎡초과 ～ 70,000㎡이하 1.4

400,000㎡초과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주거시설 수수료+비주거시설 수수료) × (주거시설 항목수+비주거시설 항목수)

2 × 비주거시설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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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심사수수료

 1) 주거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 항목 수 주거시설 37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2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2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일

기술

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

식

(인건비의 2%)

간접

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

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500 세대 미만 0.8

500세대 이상∼1,500세대 미만 1.0

1,500 세대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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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주거시설 (연면적 40,000 초과 ∼ 50,000㎡ 이하, 평가 항목 수 비주거시설 60항목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서류심사
• 기술사인건비 × 3인 × 3일

•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2.5일

행정인건비
•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1.5일

•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2.5일

기술

경비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

식

(인건비의 2%)

간접

경비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의 10%)

기타

경비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비 : 1인/1회(150,000원) × 6인

합계
•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비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개 분야(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노임단가 적용

            ※ 단,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이하 0.5 80,000㎡초과 ～ 100,000㎡이하 1.8

10,000㎡초과 ～ 20,000㎡이하 0.7 100,000㎡초과 ～ 120,000㎡이하 2.0

20,000㎡초과 ～ 30,000㎡이하 0.8 120,000㎡초과 ～ 150,000㎡이하 2.2

30,000㎡초과 ～ 40,000㎡이하 0.9 150,000㎡초과 ～ 200,000㎡이하 2.4

40,000㎡초과 ～ 50,000㎡이하 1.0 200,000㎡초과 ～ 300,000㎡이하 2.6

50,000㎡초과 ～ 60,000㎡이하 1.2 300,000㎡초과 ～ 400,000㎡이하 2.8

60,000㎡초과 ～ 70,000㎡이하 1.4
400,000㎡초과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액 산출식 (예 : 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심사수수료

=

(주거시설 수수료+비주거시설 수수료) × (주거시설 항목수+비주거시설 항목수)

2 × 비주거시설 항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