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통

제

목

소

관

기

관

조

치

기

관

내

원
보

측정대행업체 등록 등 관리 부적정
강원도
강원도

용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자로 하여금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
하기 위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배출사업자가 자가측정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기사 등 기술인력 3명,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실험실을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에 합격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여 측정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측정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1)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였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4호와 제6호에 따라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형법｣ 제239조에 따르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측정대행업체를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였는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과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4. 19.) 동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18개
1) 대기환경기사 등 기술인력 3명,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정도관리 합격증)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실제로 측정업무 대행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첨] “측정대행업체 등록 등 관리 부적정 사례”와 같이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계약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측정업무와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다른 측정대행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관내 측정대행업체를 지도·점검
하면서도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의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인천광역시 남
동구) 등 4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주식회사(대표이사 R,
경기도 의정부시)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
대행 계약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측정과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다른 측정대행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이
측정대행업 등록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측정업무를 대행한 것이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 적법
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측정기기 및 장비 보유 증빙자료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주식회사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3조 제4호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
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강원도지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측정업무를 다른 측정대행업체에 재위탁하는 수법으로 영업
행위를 한 주식회사 ♡♡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항 제8호 및 제33조 제6호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천광역시장은 영업정지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측정업무를 다른 측정대행업체에 재위탁하는 수법으로 영업
행위를 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33조 제6호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측정업무를 다른 측정대행업체에 재위탁하는 수법으로 영업행
위를 하고, 주식회사 ◇◇의 인장을 위조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주식회
사 △△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
33조 제6호, ｢형법｣ 제239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