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개정 2011.6.2., 2012.4.4., 2014.6.30., 2015.10.13., 2017.5.4., 2018.4.11.>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근  거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1조 

  2)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2조

나. 삭제 <2017.5.4.>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근  거

가. 일반행정관련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1건 5,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1건 3,000 〃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1통 350

나. 농축수산관련

  1) 축산물검사수수료

    가) 소‧말의 도축검사 1마리 2,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나) 돼지‧양의 도축검사 1마리  700 〃

    다) 타조․사슴의 도축검사 1마리 2,000 〃

    라) 닭의 도축검사 1마리 7 〃

    마) 오리의 도축검사 1마리  10 〃

    바) 메추리의 도축검사 1마리 3 〃

  2)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가)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6,400 「수산업법」 제94조

    나)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

    다)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600 〃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

    마)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 〃

    바) 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

다. 산업자원 관련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
청

1건 20,000 〃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
청

1건 4,000 〃

  4)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1건 40,000 「전기공사업법」 제35조

  5)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협회위탁사무)

1건 30,000 〃

  6)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협회위탁사무)

1건 30,000 〃

  7)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협회위탁사무) 1건 5,000 〃

  8)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양도․양수, 합병, 상속 포함)

1건 5,000 〃

  9)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전력기술관리법」 제26
조

     나) 전문1종 1건 30,000 〃

     다) 전문2종 1건 20,000 〃

  1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가) 종합 1건 45,000 〃

     나) 전문1종 1건 25,000 〃

     다) 전문2종 1건 15,000 〃

  1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신청 〃

     가) 종합 1건 50,000 〃

     나) 전문 1건 30,000 〃

  1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가) 종합 1건 45,000 〃

     나) 전문 1건 25,000 〃

  13)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 1건 5,000 〃

  1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
청

1건 5,000 〃

  15)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16)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1건 20,000 〃

라. 자격시험관련

  1)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의료법」 제85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공인중개사법」 제47조

마. 체육시설관련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 〃

     다) 등록신청 1건 50,000 〃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

  2)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 〃

     다) 등록신청 1건 30,000 〃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