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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

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안내

검사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 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신청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종합 민원실 민원 접수 창구

검사업무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의 절차

정보통신사용전검사안내(선택됨)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신청안내 정보통신사용전검사현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예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예약 확인

 >  >  > 참여민원 종합민원 정보통신사용전검사안내 정보통신사용전검사안내정보통신사용전검사안내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com_info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com_info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blueprint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inspect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reservation
https://www.naju.go.kr/www/participation/synthesize/communications/check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감리시행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위임장 1부
건축주 기명 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서식(hw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hwp)

검사수수료

용건축물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유의사항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단, 감리 시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나주시 총무과 정보통신팀 061)339-8464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contents/17/form_list_2023_1.hwp
https://www.naju.go.kr/contents/17/form_list_01.hwp
https://www.naju.go.kr/contents/17/form_list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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