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 2002.2.15. 문화재청 공고 제2002-8호
전부개정 2007.9.7. 문화재청 고시 제2007-221호
일부개정 2009.2.11. 문화재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10.2.3. 문화재청 고시 제2010-8호
일부개정 2011.3.14. 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일부개정 2012.1.16. 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일부개정 2014.1.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2호
일부개정 2015.3.3. 문화재청 고시 제2015-21호
일부개정 2015.10.8. 문화재청 고시 제2015-95호
일부개정 2016.1.8.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
일부개정 2017.1.6. 문화재청 고시 제2017-2호
일부개정 2018.1.2. 문화재청 고시 제2018-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
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
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
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

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
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
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
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
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
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
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
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
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
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
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
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
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
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
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에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2-8호, 2002.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제2007-221호, 2007.9.7.>
1. 이 기준은 고시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제5조 제1항에 의한 〔별표2〕는 현장조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11호, 2009.2.11.>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8호, 2010.2.3.>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67호, 2011.3.14.>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호, 2012.1.16.>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호, 2014.1.10.>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1호, 2015.3.3.>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5호, 2015.10.7.>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호, 2016.1.8.>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호, 2017.1.6.>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특수상황
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
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

(채석,

채토 등)
2.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 /

그

외에는 양호한 경우
3.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
당하지 않는 경우

해

[별표 2]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나. 책임조사원

다. 조사원

라. 준조사원

마. 보조원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Y

=

Yn

+

(

Y n + 1 - Y n )( X - Xn )
( X n + 1 -X n)

X : 적용면적
X n , X n + 1 : 기준면적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Y n , : 기준면적( X n )에 대한 투입연인원
Y n + 1 : 기준면적( X n + 1 )에 대한 투입연인원
4. 보정계수

주. 1.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 /
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
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표본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나) 책임조사원

다) 조사원

라) 준조사원

마) 보조원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Y

=

Yn

+

(

Y n + 1 - Y n )(    )
( X n + 1 -X n)

X : 적용면적
X n , X n + 1 : 기준면적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Y n , : 기준면적( X n )에 대한 투입연인원
Y n + 1 : 기준면적( X n + 1 )에 대한 투입연인원
3) 보정계수

2.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나) 책임조사원

480,758

0.000007

0.000076

0.000008

0.000005

0.000096

802,865

0.000005

0.000057

0.000006

0.000004

0.000072

1,124,973

0.000005

0.000055

0.000006

0.000004

0.000070

다) 조사원

라) 준조사원

마) 보조원

7,169

0.000039

0.000519

0.000045

0.000076

0.000679

16,655

0.000059

0.000477

0.000074

0.000050

0.000660

41,611

0.000034

0.000365

0.000047

0.000030

0.000476

70,448

0.000010

0.000353

0.000028

0.000004

0.000395

205,452

0.000008

0.000296

0.000024

0.000003

0.000331

480,758

0.000008

0.000293

0.000024

0.000003

0.000328

802,865

0.000007

0.000273

0.000022

0.000003

0.000305

1,124,973

0.000007

0.000252

0.000020

0.000003

0.000282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 별표 3과 동일

2.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별표 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대상 면적(㎡)×표준품셈(인·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일/㎡)
가) 조사단장

나) 책임조사원

98,625

0.000037 0.000241 0.000395 0.000678 0.000290 0.000041 0.001682

244,589

0.000028 0.000181 0.000296 0.000509 0.000217 0.000030 0.001261

다) 조사원

라) 준조사원

마) 보조원

7,154

0.000539 0.001149 0.001897 0.003734

0.003080 0.000375 0.010774

18,767

0.000109 0.001288 0.001786 0.003166

0.002584 0.000149 0.009082

39,768

0.000000 0.000956 0.001250 0.002954

0.001688 0.000000 0.006848

98,625

0.000000 0.000793 0.001038 0.002452

0.001401 0.000000 0.005684

244,589

0.000000 0.000659 0.000861 0.002035

0.001163 0.000000 0.004718

바) 작업인부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일) 산출 방법 : 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조 사
조 건

유 물
내 용
(유물량)

작업인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작업인부

1.3/1.1
-

1.2/0.8

1.5/0.7
1.4/1.0
-

1.5/0.7
-

1.2/0.8

1.5/1.0
1.2/0.8

* 자연 및 인공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는 지역인 저습지 및 충적대지의 상부
제토깊이가 60cm 이상인 경우 제토비용을 별도 계상하고, 보정은 계약 당사간 합의에
의한다.
* 유물내용 보정의 경우, 최대치는 유구당 15점, 최저치는 유구당 5점 이하에 적용함.
* 단, 분묘유적의 유구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는 1,000㎡당 10기 이상은 최대치, 5기 이하는 최
저치를 적용함.
* 중층의 보정계수는 문화층이나 유구가 층서를 이루며 중첩되어 있을 때 적용함

*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유구내용
(유구의 종류와 수로 판단)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진행이 쉬운 경우

준조사원
보조원
작업인부

-

1.2/0.9
1.7/1.4
-

-

1.9/1.6
1.8/1.5
-

2.3/1.9
2.7/2.3
0.9/0.7

1.3/1.0

* 단, 대형봉토분 유적의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며, 경작 및 기타유적은 생산유적
의 보정계수를 적용.
* 석곽․석실묘 유적의 경우, 벽석을 기준으로 잔존 상태가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최대치(좌측), 3분
의1 이상인 경우는 최저치(우측), 3분의1 미만인 경우는 토광묘의 최대치(좌측)를 적용
* 토광묘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는 최저치(우측) 적용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입회조사 정의
-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
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
임.
-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
가 부담함.

2. 입회조사 비용
- 입회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현 장 출 장 비 (실 비 )+(입 회 수 당 ×인 ×일 )+(결 과 보 고 서 작 성 수 당 ×인 수 )]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입회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정함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8년도)
구 분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준조사원
보 조 원

(단위 : 원)
기준단가 (1일당)
312,331
240,863
210,967
143,469
114,846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별표 8]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 제1항 관련)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
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
의 210~25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90~230퍼센트, 발
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20~2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
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
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
다.
가. 현장 인부임: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 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전기․가스요금
마. 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 수선비: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료, 제세공과금, 식비, 교통
비, 일비 등)으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
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
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안전관리비 : 조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 할 수 있다.

차. 조사장비비 : 조사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중장비 포함)가 투입되는
경우 연료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조사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로 계상)
카. 발굴현장 공개 운영경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
4항에 따라 발굴 현장을 공개하는데 소요되는 유인물 제
작, 주변 정비 등의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타. 기타 운영비: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
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
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
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나. 회의자료 간행비 :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
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 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
요되는 비용으로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아. 보존과학연구비 :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존과학연
구를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자. 기타 유물정리비 :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
료
나.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편집·인쇄비: 보고서의 편집·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
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