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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sit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laboratories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nd consists of an evaluation of the operations and technology sectors and an evaluation of eight environmental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on-site assessments conducted on the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laboratories in 2017. The evaluations of the operations and technology sectors showed that it is nec-

essary to supplement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quality control work, the appropriateness of the ability 

assessment when changing the personnel power and evaluating of equipment, and the verification of testing 

methods prompted by changes in facilities and equipments. Finally, four were the common points that emerged 

from the eight assessment areas, namely records management for sampling and experiment, management of 

laboratory waste, records management for consumables and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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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TO1)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으로 국     

제사회는 세계의 단일체계를 구축하면서 표준화를 통     

한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경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분야      

의 시험·검사업무 분야에서도 ISO2), ILAC3), APLAC4)     

을 통해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       

준인 ISO/IEC 170255)를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험      

·검사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와 관련된 각국의 현황을 보면 미국은 TNI6)를 중심으       

로 환경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인정체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영국은 UKAS7)를 중심으로 인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2~3개의 인       

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정부가 공동으     

로 협력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의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NELAP8)의 경우 숙련도 시험은     

6개월, 현장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JAB9)의 경우 숙련도 시험은 1년, 현장평가 3년으로 정     

하고 있다. 캐나다의 CALA10)도 숙련도 시험은 1년,     

현장평가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UKAS도 숙련도 시험 1년,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11)」과 국립환경과    

학원의「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규정    

(이하, 정도관리 운영고시)12)」을 통해 시험·검사기관들    

의 분석능력과 운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 고시에서도 ISO/     

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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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매년 1,450여개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숙련     

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실시한 240개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을 분석하여 시험실의 운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서 운영 및 기       

술 분야 평가의 지적사항을 분석하였고, 대기, 수질, 먹       

는물, 폐기물 등 8개 분야의 환경매질에 대한 분야별       

평가표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지적사     

항은 미흡률로 나타내었으며, 미흡률은 특정 평가항목     

에 대해 지적받은 시험실를 그 항목에 대한 평가 대상        

시험실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장평가표의 A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시험실이 100개    

이고, A항목에 대해 지적받은 시험실이 1개이면 미흡      

률은 1%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미흡률(%) =

[(“A”평가항목에 대해 지적받은 시험실)/(“A”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시험실)] × 100 

 

2.1. 운영 및 기술평가 결과 분석 

운영 및 기술평가의 경영요건 평가에서는 조직, 품질      

시스템, 문서관리, 시험의뢰 및 계약 시 검토, 시험의       

위탁, 서비스 및 물품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기록관리, 내부정도관리에 대해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요건 평가에서는 직     

원, 시설 및 환경조건, 시험방법, 시험장비 및 표준물질,       

시료채취, 시료관리, 시험결과의 보증, 결과보고에 대해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2.2 환경 매질별 평가결과 분석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서는 각각의 대기, 수     

질 폐기물 등 전체 8개 분야 매질별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분야별 평가표     

에서는 공통 평가항목으로 기록 및 관리, 시료 및 시약     

관리, 장비 및 물품관리, 분석환경의 적절성, 환기시설     

의 설치 유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평가     

표에서는 매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료채취 방법에 대     

한 정확한 적용여부, 시료의 채취 및 보관의 적절성 여     

부, 시험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의 준수여부 등을 평     

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야별 평가결과 검토

3.1.1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결과 미흡률 분석 

운영 및 기술 분야 평가는 크게 경영요건의 평가와     

기술요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시험·검사 시험실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분야이다. 경영요건의 주요지적 사항은 시험·검사 시험     

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정도관리 평가와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적사항으로는 내부정도관리 평가 시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 대한 미흡률이 48%,     

책임권한에 대한 보유여부에 대한 미흡률이 45%, 내부     

정도관리 평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미흡률이     

44%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요건에서는 인력 변경 시 사전 시험방법 운영     

능력 확인의 이행 및 적절성에 대한 미흡률이 42%, 분     

석자에 대한 능력 확인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     

정의 적절성에 대한 미흡률이 40%, 장비 및 시설에 대     

Table 1. Dissatisfaction factors for management and technical requirements in testing laboratories

분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경영요건

내부 정도관리 평가를 적절한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직원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48%

품질책임자의 책임하에 미리 정해진 일정표와 절차에 따른 정기적인 내부 정도관리 평          

가(최소 연1회)절차의 수립 및 그 이행
45%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를 검증하고 기록하는지 여부 21%

내부 정도관리 평가사항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 및 유지 44%

기술요건

인력 변경 시 사전 시험방법 운영능력 확인의 이행 및 적절성 42%

능력 확인 절차·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 수립의 적절성 40%

장비,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 수립의 적절성 32%

장비, 시설 변경 시 사전 시험방법 운영 능력 확인의 이해 및 적절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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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기준에 대한 미흡률은 32%로 나타났다. Table      

1은 운영 및 기술 분야의 지적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3.2. 매질별 현장평가 결과 미흡률 분석 

3.2.1 대기

대기분야의 평가표는 전체 7개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      

한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공통사항      

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록 및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지        

적사항을 분석하였다. 공통사항 평가표의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는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관리 및 관리의 적절      

성에 대한 보완, 시료채취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교육       

실시, 숙련도 평가절차에 대한 절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실에서 시용하는 장비와두     

시약의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제수 장치에 대한 관       

리가 필요하며, 제조된 시약에 대한 관리, 분석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에서 언급한 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지적한 기술인력 또는 시험 담당자의 변경 시       

교육과 자체적인 숙련도의 중요성과도 매치됨을 알 수      

있었다. 대기분야 평가표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분     

류한 5개항에 대한 미흡율은 26~33% 수준이었으며,     

Table 2에서 대기분야 평가표의 지적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3.2.2 수질

수질분야는 8개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관리의 적절성,     

시료운반 시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대기분야 평      

가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서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서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평가표에서 기록관리 분야 외       

미흡률이 높았던 분야는 시험실내 폐액처리의 적절성     

에 대한 부분이 수질분야의 여러 평가표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지적사항 외 분야별 평가표의      

지적사항을 보면 중금속분야의 평가표에서는 중금속 분     

석장비에 사용되는 가연성가스와 비가연성 가스의 구     

분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생태독성 분야의 평가표에서는 내부정     

도관리 차트의 기록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는 생태독성분야는 이화학적인 분야의     

평가 분야와는 달리 시험자의 내부 숙련도를 통한 정     

도관리 능력의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질분야 8개 평가표에 대한 미흡률은 8.9~43%     

로 나타났으며, Table 3은 수질분야의 중요한 지적사항     

을 나타내고 있다.

3.2.3 먹는물 

먹는물 분야는 전체 5개의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조사에서는 중금속 분야, NH3-N, F, NO3-N,     

Cl-, SO4
2-를 포함한 이온류, 분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쉬겔라를 포함한 미생물 분야의 평가표에 대한 지적사     

항을 분석하였다. 중금속 분야의 평가표에서는 시험실     

의 폐액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앞서 수질분야에서 언급     

한 것처럼 분석장비의 특성을 반영하듯 가연성과 비가     

연성 가스의 분리 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38%로 나타     

났다. 이온류 분야의 평가표에서는 중금속 분야의 평가     

표에서처럼 시험실의 폐액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출한계 및 정밀     

도·정확도의 유지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38%로 나타     

났다. 또한, 미생물분야서는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저울설치 장소의 적절성 여부, 측정결     

과에 대한 원자료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순으     

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는 먹는     

물 분야 평가표의 지적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흡사     

항을 분석한 3개 분야의 미흡률은 31~50%로 나타났다.

3.2.4 폐기물

폐기물분야는 5개 분야의 세부적인 평가분야로 구분     

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시료채취, 기록 및 환경관     

리 분야를 포함한 공통사항 분야, 중금속 분야, 할로겐     

화유기물 분야, PCB 분야 평가표에 대한 지적사항을     

분석하였다. 공통사항 평가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기록,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의 보존 및 운송에 대한 지적사항이 각각 50%와     

49%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다른 매질분야의     

공통적인 지저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시험·검사업무    

Table 2. Dissatisfaction factors for air quality test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대기-1 

(굴뚝

먼지)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3%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절차 수립 여부
30%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의 적절성 30%

제조된 시약 관리의 적절성 26%

분석 장비의 주기적 점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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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중금속 분야의 평가표에서는 폐기물의       

용출시험에 사용하는 진탕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는 지적사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폐기물 분석과정      

의 특성상 적정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중금속 용       

출장치의 보유가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PCBs의 분야에서도 공통분야 평가표의 지적사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적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이 57%     

로 높게 나타났으며, 용기에 보관된 상태에서의 시료채     

취의 적정성,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저울설     

치 장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폐기물분석 시험실험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나타내     

고 있으며, 전체적인 미흡률은 42~95%로 나타났다. 

Table 3. Dissatisfaction factors for water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수질-1,3
(BOD, COD, SS)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43%

시료 운반 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여부(SS 공통) 37%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7%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36%

수질-2
(TN, TP)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9%

시료 운반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여부 36%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5%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의 적절성 35%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35%

수질-4
(n-Hexane)

시료 운반 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여부 38%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5%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0%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30%

모든 기록의 수정 변경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 28%

수질-5

(중금속)

시료 운반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여부 39%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6%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5%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35%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35%

수질-6

(미생물)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5%

시료 운반 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여부 34%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3%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32%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의 적절성 32%

수질-7

(이온류)

시료 운반 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여부 33%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2%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의 적절성 28%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제조된 시약 관리의 적절성 27%

수질-8

(생태독성)

내부정도관리차트 작성 여부 11%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설성 11%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11%

항온장치(항온시설)의 적정한 작동여부 9.0%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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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토양

토양분야는 전체 4개 분야의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시료채취, 기록 및 환경관리를 포함한 공총사항에      

대한 평가표와 BTX 등 유기물질에 대한 평가표의 지       

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토양분야 평가표는     

다른 매질분야의 평가표와는 달리 공통사항에 대한 평      

가항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통사항 평가표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분석정비에 사용하는 가연성 가스와 비     

가연성 가스의 분리 보관에 대한 보완, 실험실 폐액 처        

리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각각 62%와       

46%로 높게 나타나 실험실과 시험자의 안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BTX       

등 뉴기물질에 대한 평가표인 토양-3 평가표에서 도 공       

통적으로 각각 54%와 46%로 나타났다. 토양분야에서     

도 다른 매질 분야의 평가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성적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시약 및 표준물질     

의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시료의 식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과정을 포함한 시험결과와     

관련된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토양     

분야에 대한 미흡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미     

흡률의 범위는 31~62%로 나타났다.

3.2.6 실내 공기질

실내공기질 분야는 전체 5개의 세부 평가표로 구성     

되어 있다. 기록 및 환경관리의 내용을 포함한 공통분     

야 평가에서는 시험실의 폐액처리의 적절성, 시료채취     

과정에서 사용하는 펌프의 측정 전·후에 대한 유량 확     

인 및 기록, 시료채취 시 DNPH의 파과용량 평가여부     

Table 4. Dissatisfaction factors for drinking water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먹는물-2

(중금속)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50%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38%

제조된 시약 관리의 적절성 38%

시료의 식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31%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의 측정 31%

먹는물-3
(NH

3
-N, F-, NO

3
-N, Cl-, 

SO
4
)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50%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 측정 38%

제조된 시약 관리의 적절성 38%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저울 설치장소의 적절성 31%

먹는물-4

(분원성 대장균, 살모

넬라, 쉬겔라)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8%

저울 설치장소의 적절성 38%

측정결과에 대한 원자료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31%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의 적정성 31%

Table 5. Dissatisfaction factors for waste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폐기물-1,2(중금속, 

할로겐화유기물)

시료채취 지점에 대한 기록(공통) 50%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의 보존 및 운송(공통) 49%

용출시험용 진탕기 구비 및 적합성(중금속) 95%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중금속) 50%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할로겐화유기물질) 49%

폐기물-3
(PCBs)

성적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57%

용기에 보관된 상태에서의 시료채취의 적정성 43%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 42%

저울의 설치장소 적절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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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      

합물에 대한 평가표에서도 시료채취 시 고체흡착관의     

파괴용량 평가여부에 대한 지적사항도 42%로 나타났     

으며, 시료채취 일지 작성, 현장이중 시료 채취, 고체흡       

착관의 사용내용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석면분야 평가표에서는 내부정도관리의 수행여부,    

시료채취장치의 측정 전·후의 기록에 대한 지적도     

27~31%로 나타났다. 공통사항을 포함한 VOCs 분야,     

석면 분야 평가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     

면 시료채취 일지의 기록 작성,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기록의 수정 관리에 대한 보안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Table 7은 실내공기질 평가표의 지적사     

항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6. Dissatisfaction factors for soil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토양-1

(공통사항)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62%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46%

부피측정 유리기구에 대한 교정 38%

시료채취 장비 관리상태의 적절성 31%

시료건조 장소 확보, 전처리 유리기구 관리의 적절성 31%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 측정 32%

성적서의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시약 및 표준물질의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32%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 31%

토양-3

(BTX 등)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54%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46%

부피측정 유리기구에 대한 교정 38%

다른 분야 전처리 유리기구와 분리 관리 여부 38%

성적서의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시료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조치 31%

Table 7. Dissatisfaction factors for in-door air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실내

공기질-1

(공통사항)

실험실 폐액처리의 적절성 42%

펌프의 측정 전·후 유량의 확인 및 기록 38%

시료채취 시 DNPH의 카트리지의 파과용량(Breakthrough volume) 평가여부 38%

검정곡선 중간농도의 표준용액(물질)을 이용한 재현성 평가 관리여부 38%

시료채취 일지 작성 기록의 정확성 35%

현장 이중시료의 채취 35%

시약 및 시료 보관의 적절성 35%

실내

공기질-2
(VOCs)

실험실 폐액처리의 적절성 46%

시료채취 시 고체흡착관의 파과용량(Breakthrough volume) 평가여부 42%

시료채취 일지 작성 기록의 정확성 35%

현장 이중시료의 채취 35%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31%

고체흡착관의 사용내용 및 횟수 기록 31%

실내

공기질-3

(석면)

내부정도관리의 수행 38%

시료채취 장치의 측정 전후 교정 기록 보관 및 적용 31%

시료채취 장치의 측정 전후 교정 실시 27%

측정결과에 대한 원자료의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27%

모든 기록의 수정·변경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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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악취

악취분야의 평가표는 전체 6개의 세부적인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복합악취 분야의 평가에서는 공기희석     

관능 시험실의 적합성 여부, 악취분석요원과 판정요원     

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무취공기 제조 장치의 오염여       

부의 주기적 확인 및 기록의 적합성에 대한 미흡률이       

34~41%의 범위로 나타났다. 지정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에 대한 평가표에서는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 측      

정, 실험실 폐기물(폐액) 처리의 적절성에 미흡률이 각      

각 25%로 나타났으며, 알데하이드에 대한 평가표에서     

는 펌프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에 대한 미흡률이      

25%로 나타났다. 세 분야에 평가표에 대한 공통적으로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이 지적되었      

다. Table 8은 악취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3.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의 평가표는 하나의 평가표    

로 구성되어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는 분석과     

정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장비     

보다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이 분석 장비에 대한 주     

기적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이 60%로서 높은 비율로 지     

적됨에서도 알 수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에서     

도 다른 분야의 지적사항들과 유사하게 시료채취에 대     

한 기록관리의 적절성,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교정대상 장비의 교정 성적서 보유 여부,     

저울의 설치장소 적절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2017년도 240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지적     

사항들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였     

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항목 중 경영요건 평가에서     

는 내부 정도관리 평가에 대한 절차,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요건에서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     

험방법의 운영능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 매질 분야별 분석능력 평가표에 따른 지적     

사항에서는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실험실 폐액 처리의 적절성, 용출시험용 진탕기 구비     

및 적합성,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실험실 폐액처리의 적절성, 공기희석 관능 실험실의 적     

Table 8. Dissatisfaction factors for odor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악취-1

(복합악취)

공기 희석 관능 실험실의 적합성 41%

악취분석요원과 판정요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38%

무취공기 제조 장치의 오염여부의 주기적 확인 및 기록의 적합성 34%

패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31%

측정결과에 대한 원자료의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28%

환기시설의 설치여부 28%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28%

악취-2

(암모니아)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 측정 25%

실험실 폐기물(폐액) 처리의 적절성 25%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20%

제조된 시약 관리의 적절성 20%

악취-3

(알데하이드)

펌프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 25%

가연성과 비가연성 가스의 구분 보관 여부 25%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20%

검출한계 및 정밀도·정확도 측정 20%

Table 9. Dissatisfaction factors for POPs quality testing       
laboratories

분 야 점검표 내용 미흡율

POPs-1

분석장비의 주기적 점검 60%

시료채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42%

시약, 표준물질 구매·소모에 대한 기록 41%

교정 대상 장비의 교정 성적서 보유 여부 40%

저울의 설치장소 적절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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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분석 장비의 주기적 점검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     

은 평가 후 각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보완사항을 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평가를 통해 환경분야 시험      

·검사기관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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