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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슈 리포트)  vii

 요  약
1 . 연 구  개 요
□ 자격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

며, 「자격기본법」 제정(1997년) 등을 통해 자격이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신기술 출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AI 등 신기술 발전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에 대한 체계적 인정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는 시점임.

□ 환경 분야의 경우 녹색 기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의 
역량 고도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
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노동시장에서 직무를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녹색산업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부 등 정부부처를 중
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실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환경 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종목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응시자가 매우 적은 문제가 발생
하는 등 현행 자격제도가 산업현장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하고, 자격제도 관련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
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
○ 둘째,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를 파악함.
○ 셋째,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 제안함.
○ 넷째,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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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문헌연구, ②FGI, ③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
을 활용하였음.

연 구 절 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 (현황분석 ) 녹색산업 유관 분야 전반의 자격제도(국가기술, 
국가전문, 민간) 현황 분석 제시

∙ (사례분석 )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우수 모델 발굴

∙ 기타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고찰
∙ 문헌연구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 파악

∙ 산업계 (기업, 근로자 단체 등), 교육훈련기관 , 자격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요 
파악

∙ 환경 ISC와 공동으로 2회 이상 진행
∙ FGI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 발굴 제안

∙ 현황·사례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유망 
직종 발굴 및 제안

∙ 발굴한 유망 직종 관련 향후 노동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자격 발굴 및 제안

  ※ 자격의 통합 , 폐지, 개편 등에 대한 제안 포함

∙ 전문가협의회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 

∙ ISC의 자격 분야 기능 활성화 방안 제언
∙ 자격 분야 중 ·장기 연구기반 조성 
  ※ 유망 자격의 산업계 정착과 신호기능 제고를 위해 ’22∼’26년

까지 중장기 추진 예정, 단계별 연구과제 선정 필요
∙ 전문가협의회

[ 그 림 ] 연구 절 차  및  방 법

2 . 자 격 제 도  개 편  관 련  주 요  현 황  및  동 향
가. 자격의 유형 및 현황
□ 자격은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개별법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일학습병행 자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
으로 구분됨. 

○ 국가자격 중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 정부부처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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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22년 3월 기준 196개 자격, 567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의미하며, ’22년 3월 기준 총 546개 종목이 운영 중임.
○ 등록민간자격은 경찰청 등 40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IoT가전/

스마트홈전문가, 드론정비사, 곤충관리사,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46,375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공인민간자격은 교육부 등 17개 부처, 50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자동차진단평가사, TEPS 등 
95개 명칭의 254개 등급(분야)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분 종목 수 관련 법률 자격 예시

국가
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1)

196
(’22.3월 

기준)
개별 법(94개 )

(교육부 등 29개 
부처)

변호사 (「변호사법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등

국가
기술자격

546
('22년 5월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 
「기술사법 」

(고용노동부 등 20개 
부처)

기술 ·기능 분야(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서비스 분야

일학습병행
자격 2) 43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요양보호 _L2, 소믈리에 _L3, 바리스타 _L3, 
의료코디네이터 _L3, 카지노기획개발 _L4, 

헬스케어운동지도 _L5 등

민간
자격

등록
민간자격 46,375 「자격기본법 」

(주무부장관 )
IoT가전/스마트홈전문가 , 드론정비사 , 
곤충관리사 ,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공인
민간자격 3) 95

「자격기본법 」
(교육부 등 17개 

부처)
인터넷정보관리사 , 정보시스템감리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 TEPS 등

사(업)내자격4) 295 「고용보험법 」
INNOVATOR(삼성SDS), 

환경시설관리사 (부산환경공단 ), 
뷰티컨설턴트 (화진화장품 ), 

커피매스터 (스타벅스코리아 ) 등
주: 1) 개별법 (94개)에 따른 국가자격의 명칭은 대부분 OO사(士) 또는 OO사 (師), OO자 , OO면허 , OO자격 등 196개 이며 , 

종목 수로는 567종목 ('22.3.  기준 )
   2)  일학습병행 자격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20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

종별 교육훈련기준 」 제정으로 318직종 415종목이 마련되었으며 , ’22년 1월 336직종 434종목으로 개편 . ’18년부터 
’21년까지 L2(기능사 해당 ) 5,843명, L3 8,180명,  L4  854명 (이상 산업기사 해당),  L5 (기사 해당 ) 805명, L6  95명 
등 총 15,777명 취득

   3)  등록민간자격은 ’22년 3월 기준으로 공인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에 포함
   4)  사(업 )내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매년 「 고용보험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에서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인증하며 , 민간자격 등록 의무가 없음 .

< 표 >  우 리나 라  자 격제 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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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제도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동향
□ 자격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으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국가

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이 
있음.

○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인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능력 향상, 자격 활용 제고, 자격취득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 중임.

○ ’22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현재 
차수의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23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특히 개인이 보유한 직무역량을 체계화하여 측정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역량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도 주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격의 
현장성, 통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자격의 산업현장성 강화,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 자격의 통용성 확대, 자격정책 거버넌스 및 인프라 정비 등이 있음.

[그림 ] 연도 별  자 격제 도  관련  주 요 기 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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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 경  분 야  자 격 제 도  운 영  현 황
가. 환경 분야 국가자격 운영 현황(총괄)
□ 환경 분야 국가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 24개 종목과 개별법 국가자격 6개 종목이 운영

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등급 및 세부 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기술사 6개, 기사 10개, 산업기사 

7개, 기능사 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3개 종목은 검정형과 과정

평가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는 자격 수요 저조로 인해 각각 

2022년 말, 2023년 말 폐지 예정임.
○ 개별법 국가자격으로는 환경측정분석사(대기), 환경측정분석사(수질),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환경교육사, 환경영향평가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의 종목이 운영 중임.

구분 종목명

국가기술
자격
(24)

기술사 (6)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10)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온실가스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환경위해관리

산업기사 (7)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
온실가스관리 **

자연생태복원 *
폐기물처리
농림토양평가관리 **

기능사 (1) 환경*
개별법 국가자격

(6)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환경측정분석사 (수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교육사(구.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검정형 -과정평가형 병행 시행 종목
**  검정 시행 중단 예정 종목

< 표 >  환 경  분 야  국가 자 격  종목

나. 환경 분야 국가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
□ 환경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는 ’21년 기준 연간 13,000여명 수준이며, 이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연간 12,0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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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자격 취득자가 8,37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3,021명, ‘산업기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1,004명, 
‘기술사’ 등급 자격 취득자가 49명 등의 순임.

○ 가장 상위 등급인 기술사 등급은 연간 50명 내외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종목의 취득자가 가장 많음. 

○ 기사 등급은 연간 약 7~8천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대기환경,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가 약 2천 명 정도로 가장 많음.

○ 산업기사 등급은 연간 약 1천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기사 자격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가 약 300명 내외로 가장 많음.

○ 기능사는 연간 약 3천여 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음.

다.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령
□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와 『국가

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등에 근거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의무고용) 취득 자격 또는 자격 취득자의 고용을 제도화하는 경우
○ (직무권한 부여) 고용의무는 없으나, 자격 취득자만이 해당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인사 우대) 채용 시험과목의 면제, 경력(경쟁)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 소지자 임용, 

채용·전직·승진 시 가산점 부여, 전보 시 우대 등

□ 환경분야의 다양한 사업군에서 자격 취득자 의무고용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군별로 ‘자격 취득자’의 대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학력 또는 경력 보유자’로 
대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임.

○ 즉, 환경분야 자격의 경우 ‘낮은 수준의 면허성’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4 . FGI 및  전 문 가  자 문 회 의  주 요  결 과
가. FGI 주요 결과
□ (개요) 환경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수요 분석을 위해 전문가 FGI 실시
○ 사전에 인터뷰 참석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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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회 실시(’22.11.4, ’22.11.9)하였으며, 각각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 크게 ①사전질문,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③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④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

□ 환경 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및 주요 이슈
○ 전반적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격의 활용성이 높은 편
○ 다만, 폐기물분야의 경우는 최근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으로 이슈가 전환되어 기존 

‘폐기물처리’ 자격은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즉,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폐기물 분야 NCS가 현장 직무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관계법령 재·개정 내용이 
출제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가 출제기준에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 

○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에 대해 대체로 환경분야 관련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 환경분야 관련법에서는 관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불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환경분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 환경분야의 경우 젊은이들의 특성상 기피하는 업무가 많고, 처우 등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일부 기업에서는 자격 취득자들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

□ 자격종목 개편, 통합 및 분할 등 요구
○ 일부 자격종목의 개편, 통합 등은 검토해볼 수 있느나, 환경분야별로 소관법이 다양하고 

특화된 기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등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나, 해당 분야 내용전문가의 의견은 요구되는 역량 및 업역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반면, 기능사 등급의 경우 현재 ‘환경기능사’ 종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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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고려할 때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분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

○ 이외에 온실가스 분야 자격은 대기 분야 자격과 내용상 중복이므로, 경우에 따라 통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

○ 특히 폐기물처리 분야의 경우 관련 산업 패러다임, 정책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격
종목의 전반적 개편(자격종목명, 자격검정내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자격종목 출제과목 업데이트 등 개선 요구
○ 전반적으로 현행 환경분야 자격종목의 출제과목 등이 기술 및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 환경분야 자격 분야별로 출제과목 혹은 출제기준 업데이트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 

환경분야 공통적으로 정보화(3D오염지도 등) 관련 출제과목 혹은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며, 
토양 분야의 경우는 정화 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이외에 폐기물 분야 등 출제내용 업데이트 필요 요구 존재

□ 자격종목 신설 요구
○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수요, 최신 정책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

○ 탄소중립,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인해 컨설팅업이 대두되면서 환경분야 전반에 관해 
검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칭)통합환경관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관련 자격, 녹색환경시설관리, 환경보건관리, 소음진동모델링 
등에 관한 수요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

나.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 (개요) 녹색산업 분야의 자격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직종, 수요 자격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대상 의견 청취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환경 ISC 대내․외 전문가와 공유하고 시사점, 발전

방안 등 관련 의견 반영
○ 총 2회 실시(’22.11.25, ’22.12.09)하였으며, 각각 5인,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 크게 ①연구과제 개요,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③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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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운영 현황, ④FGI 주요 결과, ⑤향후 추진계획 및 논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 환경분야 자격 실태 및 주요 이슈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수요와 교육·훈련을 통한 인원의 배출에 

차이가 존재함. 대졸자 수준의 인원이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 인원
들이 저임금, 고노동의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

○ 법정 의무배치기준에 환경분야 자격이 기타 자격 또는 학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관련 자격 취득자들의 
의무고용사항이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

○ 상하수도 분야가 환경분야의 직무 또는 자격제도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분야의 
업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검정형과 달리 과정평가형은 수요·공급에 일정 수준 

개입이 가능하기에 과정평가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자격종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해 체계를 먼저 확립하고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 현행 환경분야 자격 종목 간 공통능력이 존재하며 법정 의무고용사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시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종목을 폐지하기보다는 종목 간 공통능력을 
중심으로 자격을 통합하고 자격 내 전문과목을 두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일부 
존재함. 이때, SQF(또는 직무맵)와 국가기술자격의 매핑을 통해 유사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자격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

○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 필요 종목으로는 ①환경행정 관련 종목, ②상하수도 자산 관리 
관련 종목, ③AI,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관련 융복합자격, ④글로벌 트랜드인 안전과 
관련한 ‘환경안전’ 종목 등의 제안이 있었음.

 
5 . 환 경  분 야  자 격 제 도  개 선  방 안 
가. 비전 및 추진 방향
□ “환경ISC 주도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환경분야 자격제도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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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장성, ②합목적성, ③활용성 등 3대 전략 설정
○ (현장성) 환경산업 특성 및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 지향
○ (합목적성) 최신 트랜드 및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자격제도 지향
○ (활용성) 환경분야 근거 법령, 노동시장, 교육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활용성 극대화

[그림 ] 환경  분 야  자 격 제 도 내 실 화를  위 한 비 전  및 추 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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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개편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확산 지향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제도 ’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 불필요한 
중복학습 방지 등을 위해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을 지향할 필요

환경분야 NCS 
품질개선 지속 추진

환경 ISC 주도로 환경분야 표준직무 발굴 및 NCS 개발 ·개선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운영 지원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된 학습이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 이를 통해 환경분야 자격제
도의 효율성을 제고

환경분야 SQF 개발 
및 활용 확산

환경분야 직무능력 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산업
별 역량체계 (Sectora l Qualification Framework)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확산 추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종목 

개편, 신설 
등 추진

환경분야 자격종목 
운영 시범사업 추진

환경분야 신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자격, 모듈형자격 ,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 등 시범사업 추진

환경 ISC 주도 
국가기술자격 정비

환경 ISC 주도로 국가기술자격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종목 
및 출제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자격의 현장성 강화

환경분야 
사업주자격 활성화

환경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유도 차원에서 사업주자격 활성
화 검토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 검토

전반적으로 자격종목 신설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된 제반 여건 
및 체계를 공고히하여 자격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종목 *에 대해서는 신설 검토
 ※신설 필요성 제기 종목: (가칭 )통합환경관리 , 생태계서비스 , 

녹색환경시설관리 , 환경보건관리 , 환경행정 관련 , 상하수도 
자산 관리, 환경안전 등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디지털 
검정방식 
활용 확산

역량기반 자격검정 
지원

정부부처 , 인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역량기반 자격검정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예: 역량중심 검정문항 출제 지원 , 
CBT·IBT로의 전환 지원 등)을 환경ISC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디지털 기술 기반 
평가방법 활용 지원

기존 PBT 방식이 CBT 혹은 IBT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됨에 따
라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우수사례 , 가이드라인 , 매
뉴얼 등 개발·보급 추진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 제고

활용 실태조사 추진
환경분야 환경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감
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주기적
으로 조사하여 자격제도 개편에 반영

우수 민간자격 발굴 
및 활성화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중심으
로 전문대학 및 대학의 비학위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

환경분야 
자격제도 

관련 협의체 
및 거버넌스 

활성화

협의체 활성화 환경ISC 주도의 협의체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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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자격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자격
기본법」 제정(1997년) 등을 통해 자격이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신기술 출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AI 등 신기술 발전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
한 직무역량에 대한 체계적 인정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는 시점임.

□ 환경 분야의 경우 녹색 기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의 역량 고
도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노동시장에서 직무를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녹색산업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
립 기술로드맵 실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 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환경 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종목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응시자가 매우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자격제
도가 산업현장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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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하고, 자격제도 관련 ISC 기능 확대
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표는 다
음과 같음.

○ 첫째,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
○ 둘째,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를 파악함.
○ 셋째,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을 발굴 제안함.
○ 넷째,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을 조성함.

제3절 연구의 내용
 

□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 (현황분석) 녹색산업 유관 분야 전반의 자격제도(국가기술, 개별법 국가자격 등) 현황 분석 제시
○ (사례분석)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우수 모델 발굴
○ 기타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고찰

□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 파악
○ 산업계(기업, 근로자 단체 등), 교육훈련기관, 자격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요 파악
○ 환경 ISC와 공동으로 2회 이상 진행

 
□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 발굴 제안
○ 현황·사례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유망 직종 발굴 및 제안
○ 발굴한 유망 직종 관련 향후 노동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자격 발굴 및 제안

※ 자격의 통합 , 폐지 , 개편 등에 대한 제안 포함
 

□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 
○ ISC의 자격 분야 기능 활성화 방안 제언
○ 자격 분야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 

※ 유망 자격의 산업계 정착과 신호기능 제고를 위해 ’22∼’26년까지 중장기 추진 예정, 단계별 연구
과제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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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 구 절 차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녹색산업 분야 자격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 (현황분석 ) 녹색산업 유관 분야 전반의 자격제도 (국가기
술, 국가전문 , 민간 ) 현황 분석 제시

∙ (사례분석 )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우수 모델 발굴

∙ 기타 녹색산업 자격제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고찰
∙ 문헌연구

녹색산업 자격 관련 
분야별 의견 청취와 

수요 파악

∙ 산업계(기업, 근로자 단체 등 ), 교육훈련기관 , 자격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요 
파악

∙ 환경 ISC와 공동으로 2회 이상 진행
∙ FGI

녹색산업 분야 유망 직종 
및 자격 발굴 제안

∙ 현황·사례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유망 
직종 발굴 및 제안

∙ 발굴한 유망 직종 관련 향후 노동시장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자격 발굴 및 제안

  ※ 자격의 통합 , 폐지 , 개편 등에 대한 제안 포함
∙ 전문가협의회

자격 분야 ISC 기능 
확대와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 

∙ ISC의 자격 분야 기능 활성화 방안 제언
∙ 자격 분야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 
  ※ 유망 자격의 산업계 정착과 신호기능 제고를 위해 ’22∼’26

년까지 중장기 추진 예정, 단계별 연구과제 선정 필요
∙ 전문가협의회

[그 림  1- 1] 연구 절 차  및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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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격의 유형 및 현황
제2절 자격제도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제3절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제4절 자격제도 추진 전략 및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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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격제도 개편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제1절 자격의 유형 및 현황
□ 자격은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개별법 국가자격’, ‘국가기

술자격’, ‘일학습병행 자격’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국가자격 중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 정부부처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하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
야의 자격을 의미하며, ‘일학습병행 자격’은 일학습병행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의미함.

○ 한편,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중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공인민간자격’, 그리고 사업주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인 ‘사업내자
격’ 등이 있음.

□ 개별법 국가자격은 소관 주무부처가 직접 또는 위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시행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임.

○ 일례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 중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분야 자격은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개별법 국가자격은 ○○사(士) 또는 ○○사(師), ○○자, ○○면허, ○○자격 등으로 명명되
고 있으며, ’22년 3월 기준 196개 자격, 567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개별법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유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활용 내용을 근거로 사업
면허형, 의무배치형, 직무허가형, 행위허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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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자격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있
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22년 3월 기준 총 546개 종목이 있으며, 기술ㆍ기능 분야 5등급(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4등급(1급, 2급, 3급, 단일등급)으로 구분됨.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은 총 10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 

○ 특히 국가기술자격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구분되며, 과거에는 검정형으로만 운영되다가 
’15년부터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
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 및 외부 평가를 거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수자가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의미함.

□ 민간자격은 1997년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근거하
여 운영되고 있음. 

○ ｢자격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함께 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민간자격 중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
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됨. 등록민간자격은 ’13년 사전
등록제도 실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인민간자격은 법적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엄격하여 등록민간자격 중 일부 종목만이 공인민간자격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 등록민간자격은 경찰청 등 40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IoT가전/스마트홈
전문가, 드론정비사, 곤충관리사,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46,375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공인민간자격은 교육부 등 17개 부처, 50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5월 
기준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자동차진단평가사, TEPS 등 95개 명칭의 254개 
등급(분야)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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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 수 관련 법률 자격 예시

국가
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1)

196
(’22.3월 

기준)
개별 법(94개 )

(교육부 등 29개 부처)
변호사(「변호사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 등

국가
기술자격

546
('22년 5월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 
「기술사법 」

(고용노동부 등 20개 
부처)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일학습병행
자격 2) 43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요양보호 _L2, 소믈리에 _L3, 바리스타 _L3, 
의료코디네이터 _L3, 카지노기획개발 _L4, 

헬스케어운동지도 _L5 등

민간
자격

등록
민간자격 46,375 「자격기본법 」

(주무부장관 )
IoT가전/스마트홈전문가 , 드론정비사 , 
곤충관리사 ,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등

공인
민간자격 3) 95 「자격기본법 」

(교육부 등 17개 부처)
인터넷정보관리사 , 정보시스템감리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 TEPS 등

사(업)내자격4) 295 「고용보험법 」
INNOVATOR(삼성SDS), 

환경시설관리사 (부산환경공단 ), 
뷰티컨설턴트 (화진화장품 ), 

커피매스터 (스타벅스코리아 ) 등

주: 1) 개별법 (94개)에 따른 국가자격의 명칭은 대부분 OO사(士) 또는 OO사 (師), OO자 , OO면허 , OO자격 등 196개 이며 , 
종목 수로는 567종목 ('22.3.  기준 )

   2)  일학습병행 자격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20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
종별 교육훈련기준 」 제정으로 318직종 415종목이 마련되었으며 , ’22년 1월 336직종 434종목으로 개편 . ’18년부터 
’21년까지 L2(기능사 해당 ) 5,843명, L3 8,180명,  L4  854명 (이상 산업기사 해당),  L5 (기사 해당 ) 805명, L6  95명 
등 총 15,777명 취득

   3)  등록민간자격은 ’22년 3월 기준으로 공인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에 포함
   4)  사(업 )내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매년 「 고용보험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에서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인증하며 , 민간자격 등록 의무가 없음

< 표  2- 1>  우리 나 라  자격 제 도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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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격제도 관련 주요 정책 동향
□ 자격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으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직업능력개
발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이 있음.

○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계획인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국민의 평
생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능력 향상, 자격 활용 제고, 자격취득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
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본계획이 수립·추진 중임.

○ ’22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현재 차수의 기
본계획이 종료되면서 ’23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특히 개인이 보유한 직무역량을 체계화하여 측정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역량체
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도 주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격의 현장성, 통용
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자격의 산업현장성 강화,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 
자격의 통용성 확대, 자격정책 거버넌스 및 인프라 정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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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근거 법률 최신 자격제도 관련 주요 내용 1)

자격관리 ·운영 
기본계획
(2009~)

「자격기본법」 제7조 4차
('22~'26)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격 관리·운영
·자격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기반의 자격제도 운영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2007~)
「국가기술자격법 」 

제5조
4차

('18~'22)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2008~)

「기술사법 」 제5조 5차
('20~'22)

·기술사제도 운영 ·관리 체계 개선
·기술사 역할 제고 및 활용 기반 조성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양성체계 구축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20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차
('21~'23) ·일학습병행 자격 통용성 확대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00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조

3차
('18~'22)

·현장기반 NCS 개발·활용체제 구축
·자격과 현장의 밀착성 강화

·노동자의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역량체계 (SQF) 마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2012~)

「숙련기술장려법 」 
제5조

2차
('18~'22) ·특성화고 및 군(軍) 내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02~) 「평생교육법」 제9조 4차

('18~'22)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KQF)와 연계한 학습이력 

인정제도 개선

1) 자격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가장 최근 차수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및 세부 내용 중 자격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

< 표  2- 2 >  우 리 나라  자 격제 도  관 련 주 요  정 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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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 자격제도 운영 실태를 ①자격제도 운영 틀, ②자격제도 설계 및 운영, ③자격의 활용성 및 사회

적 위상, ④자격제도 조직 및 인프라 측면에서 진단하였으며, 자격의 유형으로는 ①국가기술자
격, ②개별법 국가자격, ③민간자격 등을 포함하였음.

○ 자격제도 운영 틀 측면에서 국가기술자격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취득자 수가 일부에 불과하는 등 확산에 제한이 있는 상황임.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은 새로운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와 두 자격 간의 구조화 등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자격제도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先학습 NCS 능력단위 인정 및 현장경력의 반영 등이 시도되
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모듈형, 융합형,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역시 여전히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상황임. 또한,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 및 시행하기에는 여전한 한계가 존재하며, 역량평가를 위한 AR·VR 평가 
역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자격의 활용성 및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는 자격 효용성 평가 및 저효용 자격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및 관리방안 등이 미흡하며, 주로 입직 단계에서 활용되므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직
무능력수행과 관련된 신호기제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마지막으로 자격제도 조직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검정수탁기관 운영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하
여 검정노하우,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자격의 유형별 주요 실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부처 및 개별법에 의해 자격이 종목별로 별도로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개별법 국가자격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관 및 기제가 부재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특히 개별법 국가자격 활용성 및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는 자격정보를 
파악하고 상호 연계하여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공인민간자격은 자격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 국가공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사·연구 및 심
의회 등의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공인민간자격은 기존의 민간자격의 검정 실
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산업계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 신설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한계가 
존재함. 공인민간자격의 활용성과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는 연간 약 80~90만 명이 취득하고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국가기술자격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만, 매년 취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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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 1] 자 격제 도  운 영 실 태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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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격제도 추진 전략 및 미래상
□ 향후 자격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격취득 방식 다양화, 자격의 신호기능 제고 등 내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
련 및 미래상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적절하게 대
응하며,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인프라를 확산하는 등 자격제도의 미래상을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①포용성, ②미래지향성, ③유연성 등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포용성 측면에서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자격제도를 지향하여야 함.
○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산업별 역량체계(SQF) 개발 및 활용 확산으로 역량 중심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속 확산 추진, 내·외부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가 중요함.
○ ‘검정형 자격’의 평가 방식을 문제해결형 문항 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 

등을 통해 역량 기반 평가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

□ 둘째, 미래지향성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을 지속 개편하여 채용·직업능력개발 등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검정과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기반 조
성이 필요함.

○ ISC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지속 추
진할 필요가 있음.

○ 자격 갱신제도 시범도입, 자격 신설 수요조사 정례화 등 산업·기술변화 적기 반영 추진이 중요함.

□ 셋째, 유연성 측면에서 노동시장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한 자격관리·운영의 유연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플러스, 모듈형,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등 자격 운영 유연화 추진이 필요함.
○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접근성, 활용 확산 등을 위해 교육훈련시간 유연화, 지정심사 간소화 

등 자율성·유연성 부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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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2- 2] 자 격 제도  추 진 전 략  및 미 래 상





제3장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제1절 환경 분야 국가자격 운영 현황(총괄)
제2절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현황
제3절 환경 분야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별 현황
제4절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관련 법령





제3장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21

제3장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제1절 환경 분야 국가자격 운영 현황(총괄)
 

□  환경  분 야 국 가자 격 운영  종목
○ 환경 분야 국가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 24개 종목과 개별법 국가자격 6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등급 및 세부 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기술사 6개, 기사 10개, 산업기사 7개, 기
능사 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3개 종목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는 자격 수요 저조로 인해 각각 2022년 
말, 2023년 말 폐지 예정임.

구분 종목명

국가기술
자격
(24)

기술사 (6)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10)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온실가스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동물 )
생물분류 (식물 )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환경위해관리

산업기사 (7)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
온실가스관리 **

자연생태복원 *
폐기물처리
농림토양평가관리 **

기능사 (1) 환경 *
개별법 국가자격

(6)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
환경측정분석사 (수질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교육사(구.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검정형 -과정평가형 병행 시행 종목
** 검정 시행 중단 예정 종목

< 표  3- 1 >  환 경  분야  국 가자 격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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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 야 국 가자 격 응시  및 취득  현황  (2019~2021년)
○ 최근 3개년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대기, 수질 분야의 자격 종목 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사는 연간 약 50명 내외로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종목의 취

득자가 1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 기사는 연간 약 7~8천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그 중 대기환경,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

가 약 2천명 정도로 가장 많았음. 취득율은 4~50%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
‑ 산업기사는 연간 약 1천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기사 자격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종목 취득자가 약 300명 내외로 가장 많았음. 취득율은 약 3~40% 정도로 유지
되고 있음.

‑ 기능사는 연간 약 3천여명 정도가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율은 매년 80%를 상회함.

○ 개별법 국가자격은 개별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특성상 종목별 취득자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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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명
2019 2020 2021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응시자취득자 취득율응시자 취득자취득율 응시자취득자 취득율응시자 취득자취득율 응시자취득자 취득율응시자 취득자취득율

국
가
기
술
자
격

(24)

기술사

대기관리 70 17 24.3% 24 6 25.0% 38 5 13.2% 18 8 44.4% 43 5 11.6% 15 3 20.0%
소음진동 36 6 16.7% 10 5 50.0% 38 3 7.9% 8 5 62.5% 39 4 10.3% 6 3 50.0%
수질관리 91 14 15.4% 30 14 46.7% 99 11 11.1% 27 14 51.9% 124 25 20.2% 44 21 47.7%

자연환경관리 136 26 19.1% 30 21 70.0% 130 12 9.2% 22 12 54.5% 137 14 10.2% 24 14 58.3%
토양환경 39 10 25.6% 19 11 57.9% 26 5 19.2% 8 5 62.5% 31 10 32.3% 13 6 46.2%

폐기물처리 39 4 10.3% 5 2 40.0% 32 8 25.0% 11 7 63.6% 44 2 4.5% 6 2 33.3%
소계 411 77 18.7% 118 59 50.0% 363 44 12.1% 94 51 54.3% 418 60 14.4% 108 49 45.4%

기사

대기환경 7,963 2,651 33.3% 3,113 2,220 71.3% 8,287 3,632 43.8% 4,889 2,900 59.3% 11,633 5,182 44.5% 7,840 2,952 37.7%
소음진동 385 168 43.6% 234 135 57.7% 331 143 43.2% 194 85 43.8% 426 201 47.2% 261 118 45.2%
수질환경 8,284 2,689 32.5% 3,460 1,945 56.2% 8,953 3,459 38.6% 4,884 2,895 59.3% 10,255 3,782 36.9% 6,776 2,981 44.0%

온실가스관리 408 307 75.2% 543 79 14.5% 264 177 67.0% 362 246 68.0% 655 418 63.8% 400 236 59.0%
자연생태복원 1,036 803 77.5% 919 314 34.2% 1,080 699 64.7% 833 428 51.4% 1,203 838 69.7% 891 473 53.1%

생물분류(동물) 143 94 65.7% 110 97 88.2% 156 104 66.7% 114 104 91.2% 312 163 52.2% 184 166 90.2%
생물분류(식물) 109 73 67.0% 89 51 57.3% 126 95 75.4% 113 63 55.8% 213 118 55.4% 166 109 65.7%

폐기물처리 1,771 791 44.7% 1,244 580 46.6% 1,510 483 32.0% 861 534 62.0% 2,759 1,445 52.4% 1,505 909 60.4%
토양환경 1,093 484 44.3% 799 405 50.7% 891 379 42.5% 597 392 65.7% 1,195 612 51.2% 764 374 49.0%

환경위해관리 540 296 54.8% 215 57 26.5% 459 269 58.6% 327 31 9.5% 426 182 42.7% 322 55 17.1%
소계 21,732 8,356 38.5% 10,726 5,883 54.8% 22,057 9,440 42.8% 13,174 7,678 58.3% 29,07712,94144.5% 19,109 8,373 43.8%

산업
기사

대기환경 1,859 377 20.3% 455 277 60.9% 1,894 549 29.0% 672 297 44.2% 2,461 747 30.4% 941 416 44.2%
소음진동 49 24 49.0% 19 7 36.8% 46 23 50.0% 29 13 44.8% 30 19 63.3% 21 14 66.7%
수질환경 2,264 637 28.1% 700 346 49.4% 1,905 683 35.9% 938 423 45.1% 2,070 574 27.7% 889 305 34.3%

온실가스관리* 51 28 54.9% 36 17 47.2% 25 19 76.0% 28 6 21.4% 32 21 65.6% 25 7 28.0%
자연생태복원 76 51 67.1% 35 25 71.4% 54 50 92.6% 36 15 41.7% 58 35 60.3% 25 9 36.0%
폐기물처리 921 316 34.3% 474 293 61.8% 653 238 36.4% 395 93 23.5% 994 318 32.0% 424 253 59.7%

농림토양평가관리* 14 3 21.4% 2 1 50.0% 7 1 14.3% 2 0 0.0% 8 2 25.0% 0 0 0.0%
소계 5,234 1,436 27.4% 1,721 966 56.1% 4,584 1,563 34.1% 2,100 847 40.3% 5,653 1,716 30.4% 2,325 1004 43.2%

기능사 환경 6,921 2,733 39.5% 3,458 2,884 83.4% 5,758 2,695 46.8% 3,122 2,715 87.0% 7,047 3,013 42.8% 3,525 3,021 85.7%
소계 6,921 2,733 39.5% 3,458 2,884 83.4% 5,758 2,695 46.8% 3,122 2,715 87.0% 7,047 3,013 42.8% 3,525 3,021 85.7%

국가기술자격 계 34,29812,60236.7% 16,023 9,792 61.1% 32,76213,74241.9% 18,49011,291 61.1% 42,19517,73042.0% 25,06712,447 49.7%
개
별
법 
국
가
자
격
(6)

환경측정분석사(대기)** 확인 불가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확인 불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196 509 42.6% 1,188 491 41.3% 1,781 790 44.4%
환경교육사*** 2급 165명, 3급 1,662명 양성하여 총 1,827명 배출(’22년 7월 기준)
환경영향평가사 733 63 8.6% 78 58 74.4% 352 31 8.8% 47 37 78.7% 414 63 15.2% 69 57 82.6%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확인 불가
소계 733 63 8.6% 1,274 567 44.5% 352 31 8.8% 1,235 528 42.8% 414 63 15.2% 1,850 847 45.8%

총계 35,03112,66536.2% 17,29710,359 59.9% 33,11413,77341.6% 19,72511,819 59.9% 42,60917,79341.8% 26,91713,294 49.4%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2022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해당 2개 종목은 각각 22년말 , 23 년말 이후 검정시행 중단 예정
** 해당 2개 종목은 홈페이지 (htt ps://qtest.me.go. kr/)를 통해 회차별 응시자명단 , 합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 ‘응시

자가 실제 응시하였는지 ’, ‘합격예정자가 최종 합격하였는지 ’ 등에 관해 공지하지 않아 현황 확인 불가
*** 해당 종목은 등급별 양성기관을 통한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 각 기관별로 운영되어 누적 현황만 확인 가능

< 표  3- 2>  환 경  분야  국 가 자격  응 시 및  취 득 현 황 ( 20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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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현황
 

□  환경  분 야 국 가기 술자 격 종목  변천
○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국토개발, 공해관리 등 토지개발 및 건설 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이 신설되

어 운영되었음.
‑ 70년대 말부터 환경관리기사 등 종목명에 환경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대기, 수질 등 

세부 종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세부 분야별로 종목이 분리되어 운영되

기 시작하였음. 90년대 후반부터 현재와 같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기능사가 신설되었음.

‑ 2005년에 자연생태, 토양, 생물분류 분야의 종목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에 온실가스 분야 종
목이 신설되었음.

‑ 2018년 이후 현재와 같이 24개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개 종목은 폐지 
예정임.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제정

(74.10.16)
·국토개발기술사 (공해
관리) ·공해관리기사 1급 ·공해관리기사 2급 -

개정
(79.1.6)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환경관리기사 1급(대
기, 수질, 소음, 진동)

·환경관리기사 1급(대기)
·환경관리기사 1급(수질)
·환경관리기사 1급(소음
진동)

·환경관리기사 2급(대
기, 수질)

·환경관리기사 2급(대기)
·환경관리기사 2급(수질)

-

개정
(83.12.20)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환경기사 1급(대기, 
수질, 소음, 진동)

·환경기사 1급(대기)
·환경기사 1급(수질)
·환경기사 1급(소음진동)

·환경기사 2급(대기, 
수질)

·환경기사 2급(대기)
·환경기사 2급(수질)
·환경기사 2급(소음진동)

·2급 오물처리사
·독극물취급기능사 2급
·오물처리사보

개정
(91.10.31)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기사 1급

·대기환경기사 1급
·수질환경기사 1급
·소음진동기사 1급
·폐기물처리기사 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소음진동기사 2급
·폐기물처리기사 2급

·하수처리기능사
·유독물취급기능사

< 표  3- 3 >  환 경  분야  국 가기 술 자 격 종 목  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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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개정
(98.5.9)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개정
(05.11.11)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개정
(10.12.13)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
기사

·환경기능사

개정
(12.12.31)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온실가스관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
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개정
(18.6.22)

∼
현행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온실가스관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
기사(’22년말 폐지 예
정)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23년말 폐지 예정)

·환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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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 등급  종목  현 황 (6개 종 목)
○ 최근 3년간 기술사 등급 종목별 취득자 추이를 살펴보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종

목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명 미만이 취득하고 있음.

[ 그 림  3- 1] 환 경  분 야  기술 사  등 급 종 목 별 취 득 자 추 이 (20 19~2 021)
 

○ 대기관리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검정과목 ·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4 >  대 기 관리 기 술사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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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음 진동의 현상 및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
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소음진동 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검정과목 · 소음 진동의 현상 및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5 >  소 음 진동 기 술사  자 격 운영  현 황

○ 수질관리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 하천 및 해양오염, 기타 환경
오염의 현상, 계획 및 관리, 방지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환경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 의 기술업무 수행
검정과목 · 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 하천 및 해양오염, 기타 환경오염의 현상, 계획 및 관리, 방지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6 >  수 질 관리 기 술사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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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
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 · 보전 및 복원계획 · 시공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자연생태계 및 관련 제도 법규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생태계의 포괄적인 평 가 및 복원계획 수립 

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 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복원계획 수립 및 각 단계별 생태변화의 검토서를 포함한 종합적 생태계 영향평가의 총괄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과목 ·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 · 보전 및 복원
계획 · 시공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 관련 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7>  자 연 환 경관 리 기술 사  자 격운 영  현황

○ 토양환경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부지환경 평가방법,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기술, 
환경경영론, 토양오염 공정 시험방법,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및 지하수 환경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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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토양환경 및 관련 제도 법규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토양환경오염의 정화 및 복구의 포괄적인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조사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ㆍ정화 및 복구 계획 수립, 각 단계별 토양환경 변화를 포함한 종합적 토양환경정화 
및 복구의 총괄, 관 리 및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유무

검정과목 · 부지환경 평가방법,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기술, 환경경영론, 토양오염 공정 시험방법,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및 지하수 환경관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 관련 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8>  토 양 환 경관 리 기술 사  자 격운 영  현황

○ 폐기물처리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생활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
용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환경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검정과목 · 생활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 경력자
- 실무 9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67,800원

· 실기 : 87,100원

< 표  3- 9 >  폐 기 물처 리 기 술사  자 격운 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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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등 급 종 목 현황  (10개  종 목)
○ 최근 3년간 기사 등급 종목별 취득자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종목만 연간 

2천명 이상 취득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1천명 미만 취득하고 있음.

[그 림  3 - 2] 환 경 분 야  기사  등 급 종 목 별 취 득 자  추 이 (201 9~20 21)

○ 대기환경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기오염개론,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오염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 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
하는 업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대기오염개론 2. 연소공학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방법) 5. 대기환경 관계 법규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면접 : 필답형(3시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0>  대 기 환 경기 사  자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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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음진동계획, 소음 측정 및 분석, 진동 측정 및 분석, 소음
진동 평가 및 대책, 소음진동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사업장 등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

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분석한 소음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
영하는 업무까지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소음진동계획 2. 소음 측정 및 분석 3. 진동 측정 및 분석 

4.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
·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면접 : 필답형(3시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1>  소 음 진 동기 사  자격 운 영  현 황

○ 수질환경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 수질환경 관계 법규, 수질오염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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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 험분석을 통해 수
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1. 수질오염개론 2. 상하수도계획 3. 수질오염방지기술 4.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5. 수질환경 관계 법규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2>  수 질 환 경기 사  자격 운 영  현 황

○ 온실가스관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후변화개론,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온실가스 감축관리, 온실가스 관련 법규, 온실가스관리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기획, 수행, 관리하는 업무
검정과목

· 필기 : 1. 기후변화개론 2.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3.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4. 온실가스 감축관리 5. 온실가스관련 법규

· 실기 : 온실가스관리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 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3>  온실 가 스 관리 기 사  자 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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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복원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생태환경조사분석, 생태복원계획, 생태복원설계․시공, 
생태복원 사후관리, 환경생태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생태공학기술, 환경계획 및 복원설계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현황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교란원인을 

예측·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훼손이 예상되거나 훼손이 진행 중인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생태
복원 시공, 적응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업무

검정과목
· 필기 : 1. 생태환경조사분석 2. 생태복원계획 3. 생태복원설계·시공 

4. 생태복원 사후관리
· 실기 : 환경생태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45점) + 작업형(3시간 정도, 55점))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 환경생태 관련 학과 (생물환경학과, 환경녹지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전
공, 조경학과, 농생물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8,500원

< 표  3- 14>  자연 생 태 복원 기 사  자 격 운 영 현 황

○ 생물분류(동물)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형태학, 보존 및 자원
생물학, 자연환경관계법규, 동물분류에 관한 사항(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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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
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
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계통분류학 2. 환경생태학 3. 형태학 4. 보존 및 자원생물학 

5. 자연환경관계법규
· 실기 : 동물분류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4년제 대학 생물학과(부), 생물교육학과, 응용생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1,000원

< 표  3 - 15>  생 물분 류 (동물 )기 사 자 격 운영  현 황

○ 생물분류(식물)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형태학, 보존 및 자원
생물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식물분류에 관한 사항(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
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
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계통분류학 2. 환경생태학 3. 형태학 4. 보존 및 자원생물학 

5. 자연환경관계법규
· 실기 : 식물분류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4년제 대학 생물학과(부), 생물교육학과, 응용생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1,000원

< 표  3 - 16>  생 물분 류 (식물 )기 사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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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폐
기물 공정시험기준,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검정과목
· 필기 :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기술 3.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4.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5. 폐기물 관계 법규
· 실기 : 폐기물처리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000원

< 표 3- 17>  폐기 물 처리 기 사  자격 운 영 현 황

○ 토양환경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토양학개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 기술,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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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분석하고, 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분포도
를 파악

· 화학약품처리나 열처리, 진공처리 등의 토양세척방법, 스팀제거, 미생물정화공법, 동전기정화작업 등의 다
양한 토양정화공법을 이용한 정화 계획안을 마련

· 정화기술 및 정화시스템을 설계하고 정화작업을 감독
·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환경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토양학개론 2.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3.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 기술 

4.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 실기 :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8>  토 양 환 경기 사  자격 운 영  현 황

○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위해도 결정 및 관리, 위해성 관리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화학물질로 인한 일반환경 및 산업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위해성을 예측하

고, 위해성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의사소통 및 저감 대책을 수립·관리하는 직무
검정과목

· 필기 : 1. 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2.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3. 노출평가 
4. 위해성평가 5. 위해도 결정 및 관리

· 실기 : 위해성 관리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학(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 경력자
- 실무 4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 화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 표  3- 19>  환경 위 해 관리 기 사  자 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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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기사  등 급 종 목 현황  (7개  종목)
○ 최근 3년간 산업기사 등급 종목별 취득자 추이

[그림  3- 3]  환 경  분야  산 업기 사  등급  종 목별  취 득 자 추 이 ( 2019~ 2021)
* 해당 자격은 수요 저조로 22~23년 말 폐지 예정

○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오염방지
기술,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오염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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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 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
하는 업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대기오염개론 2.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방법)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환경 관계 법규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0,800원

< 표  3- 20>  대기 환 경 산업 기 사  자 격 운 영 현 황

○ 소음진동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음진동개론,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소음진동
방지기술, 소음진동 관계 법규, 소음진동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고 소음진동 원 인을 제거 또는 감

소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3. 소음진동방지기술 

4. 소음진동 관계 법규
·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30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0,800원

< 표  3- 21>  소음 진 동 산업 기 사  자 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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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23년 폐지 예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후변화개론,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온실가스 관련 법규, 온실가스관리 실무(실
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기획, 수행, 관리하는 업무

검정과목
· 필기 : 1. 기후변화개론 2.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3. 온실가스 산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4. 온실가스관련 법규
· 실기 : 온실가스관리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 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0,800원

< 표  3- 22>  온 실가 스 관 리산 업 기 사 자 격 운영  현 황

○ 수질환경산업기사(검정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질오염개론,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
오염 공정시험 기준, 수질환경 관계 법규, 수질오염방지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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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
하는 업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수질오염개론 2. 수질오염방지기술 3.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4. 수질환경 관계 법규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0,800원

< 표  3- 23 >  수 질 환경 산 업 기사 (검 정형 ) 자 격운 영  현황

○ 수질환경산업기사(과정평가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질분야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분
석하고 다양한 수처리공정을 제어ㆍ감시ㆍ운영ㆍ유지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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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학과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교육·훈련과정 
목표

· 수질분야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분석하고 다양한 수처리공정을 제어ㆍ감시ㆍ운영ㆍ유지 관리함으로써 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간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교육·훈련시간
·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 총 18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18시간 이상
· 필수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375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375시간 이상
· 선택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330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195시간 이상

능력단위정보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일반 항목 분석 75시간
무기물질 ( 기기 )분석 45시간

생물학적 처리공정 운전 60시간
물리적 처리공정 운전 30시간
화학적 처리공정 운전 30시간

점오염원 관리 60시간
물환경 조사 30시간

수생태계 조사 45시간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유기물질 (기기 ) 분석 60시간
안전 관리 45시간

미생물 ·생태독성 분석 45시간
단위공정별 성상 조사 30시간
슬러지 처리공정 운전 45시간

시설 유지 보수 30시간
하천 ·호소 수질관리 45시간

비점오염원 관리 30시간

시설기준정보

· 필수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활용구분
강의실 45(㎡) 1명당 1.5㎡씩 추가 공용
실습실 200(㎡) 10명당 30㎡씩 추가 공용
시약실 20(㎡) - 공용

· 선택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단위(설명)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활용
구분시설명 면적(숫자)

유기물질 (기기)분석 기기분석실 50 ㎡ - 공용
유기물질 (기기)분석 기기분석실 50 ㎡ - 공용

내부평가방법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일반 항목 분석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저널, 
작업장평가

무기물질 ( 기기 )분석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저널, 
작업장평가

생물학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물리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화학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점오염원 관리 ·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물환경 조사 · 문제해결 시나리오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구두발표
수생태계 조사 · 문제해결 시나리오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구두발표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유기물질 (기기)분석

· 없음

안전 관리
미생물·생태독성 분석
단위공정별 성상 조사
슬러지 처리공정 운전

시설 유지 보수
하천·호소 수질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 표 3- 24>  수 질 환 경산 업 기 사 (과 정 평가 형 ) 자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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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 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3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검정과목
· 필기 :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기술 3.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4. 폐기물 관계 법규
· 실기 : 폐기물처리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검정주기 · 연간 3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0,800원

< 표  3 - 25>  폐 기물 처 리산 업 기 사 자 격 운영  현 황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검정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생태환경 조사, 생태복원 설계, 생태
복원 시공, 생태복원 사후관리, 환경생태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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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생태공학기술, 환경계획 및 복원설계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현황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교란원인을 

예측·분석하고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미 훼손이 진행 중인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생태복원 시공, 
적응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생태환경 조사 2. 생태복원 설계 3. 생태복원 시공 4. 생태복원 사후관리
· 실기 : 환경생태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대학의 환경생태 관련 학과 (환경위생학과, 환경공업과, 환경조경과, 토목환경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관
리과, 산업환경공학과, 환경학과, 식량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청정환경과, 환경과 등)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9,300원

< 표 3- 26>  자 연 생 태복 원 산 업기 사 (검정 형 ) 자격 운 영  현 황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과정평가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생태계를 조사, 설계, 조성, 관리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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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과정 
목표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생태계를 조사, 설계, 조성, 관리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교육·훈련시간
·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 총 18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18시간 이상
· 필수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390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390시간 이상
· 선택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0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0시간 이상

능력단위정보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생태기반환경 복원 60시간
서식지 복원 60시간

인문환경 조사 30시간
생태기반환경 조사 45시간
서식지복원 설계 45시간

생태복원 도서작성 45시간
생태기반환경 관리 60시간

서식지 관리 45시간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없음

시설기준정보

· 필수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활용구분
강의실 45(㎡) 1명당 1.5㎡씩 추가 공용

컴퓨터실(강의실 겸용 가능) 45(㎡) 1명당 1.5㎡씩 추가 공용
실습실(공구ㆍ재료실 

겸용가능) 100(㎡) 10명당 20㎡씩 추가 공용
· 선택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단위(설명)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활용
구분시설명 면적(숫자)

없음

내부평가방법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생태기반환경 복원 ·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작업장평가

서식지 복원 ·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인문환경 조사 ·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생태기반환경 조사 ·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서식지복원 설계 ·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 질문
생태복원 도서작성 ·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 질문
생태기반환경 관리 ·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평가자 질문

서식지 관리 ·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평가자 질문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없음

< 표  3 - 27>  자연 생 태 복원 산 업 기사 (과 정평 가 형 )  자 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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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22년 폐지 예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토양학, 비료학, 재배학원론, 
분석화학기초, 토양평가관리실무(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지방 농업기술원, 농협관련교육원, 각종농화학회사
수행직무 · 토양·비료분야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토양검정을 적용하여 비료사용, 작물영

양 진단 등의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토양학 2. 비료학 3. 재배학원론 4. 분석화학기초 

· 실기 : 토양평가관리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검정주기 · 연간 1회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응시자격
· 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실무 1년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자
- 실무 2년

관련학과 · 생물환경화학과, 농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생약자원학과 등

검정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91,300원

< 표  3- 28 >  농 림 토양 평 가 관리 산 업 기사  자 격운 영  현황

□  기능 사 등급  종목  현 황 (1개 종 목)
○ 최근 3년간 환경기능사 취득자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취득자가 다소 감소했으나 

매년 2,5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음.

[그림 3-4] 환경 분야 기능사 등급 종목별 취득자 추이(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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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능사 (과정평가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쾌적하고 정온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
고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소음·진동 분야의 오염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경시설 유지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과정 
목표

· 쾌적하고 정온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소음·진동 분야의 오염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경시설 유지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교육·훈련시간
·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 총 12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12시간 이상
· 필수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270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270시간 이상
· 선택능력단위 : 능력단위 총 225시간 중 교육·훈련 기준시간 100시간 이상

능력단위정보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일반 항목 분석 60시간
물리적 처리공정 운전 30시간
화학적 처리공정 운전 30시간

점오염원 관리 45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45시간

전처리ㆍ중간처분 30시간
소음 ·진동 측정 30시간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최소훈련시간

생물학적 처리공정 운전 45시간
방지시설 설치 45시간

방지시설 운전 관리 45시간
이동오염원 관리 30시간

수거ㆍ운반 15시간
자원화 30시간

폐기물관리 행정업무 15시간

시설기준정보

· 필수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활용구분
강의실 45(㎡ ) 1명당 1.5㎡ 씩 추가 공용
실습실 100(㎡ ) 1명당 3.3㎡ 씩 추가 공용
시약실 20(㎡ ) - 공용

· 선택 능력단위
시설명 기준면적(단위) 단위(설명)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활용
구분시설명 면적(숫자)

없음

내부평가방법

· 필수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일반 항목 분석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물리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화학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작업장평가

점오염원 관리 ·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리스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역할연기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전처리ㆍ중간처분 · 서술형시험 , 구두발표
소음 ·진동 측정 · 서술형시험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 선택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방법

생물학적 처리공정 운전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 작업장
평가

방지시설 설치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
가자 체크리스트 , 구두발표

방지시설 운전 관리 · 문제해결 시나리오 , 서술형시험,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
가자 체크리스트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이동오염원 관리 ·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평가자 체크
리스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일지 /저널 , 역할연기 , 구두발표 , 작업장평가

수거ㆍ운반 · 서술형시험 , 구두발표
자원화 · 서술형시험 , 구두발표

폐기물관리 행정업무 ·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 시나리오 , 논술형시험 , 사례연구 , 평가자 질문 ,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 표  3- 2 9>  환 경 기능 사 (과정 평 가 형 ) 자 격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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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능사(검정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방지,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실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4+1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지방 농업기술원, 농협관련교육원, 각종농화학회사
수행직무 · 생활하수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고 중성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열교환기, 펌프, 압축기, 

소각로 및 관련장비를 조작하는 직무 수행
검정과목 · 필기 : 1. 대기오염방지 2. 폐수처리 3. 폐기물처리 4. 소음, 진동방지

· 실기 :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100점)
검정주기 · 연간 4회 + 1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응시자격 · 자격제한 없음
관련학과 · 고등학교의 환경과, 환경공업과 등 관련학과
검정료 · 필기 : 14,500원

· 실기 : 27,700원

< 표  3 - 30>  환 경기 능 사 (검 정 형 )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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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 분야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별 현황
 

□  환경 측정 분석 사(대기 )
○ 환경측정분석사(대기)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정도관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유기물질분석(실기), 중금속분석(실기), 일반항목분석(실
기)’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등
운영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부 산하)
필요성 · 측정분석 결과가 환경정책 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배출이 필요
등급체계 · 단일등급

검정과목
· 필기

1. 정도관리 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3.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4. 악취공정시험법
· 실기

1. 유기물질분석 2. 중금속분석 3. 일반항목분석
검정방법 · 필기 : 필답형(객관식, 주관식)

· 실기 : 작업형, 구술형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필기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

응시자격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
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
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검정료 · 필기 : 33,000원
· 실기 : 150,000원

< 표  3- 31>  환 경측 정 분 석사 (대 기 )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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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측정 분석 사(수질 )
○ 환경측정분석사(수질)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정도관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유기물질분석(실기), 중금속분석(실기), 일반항목분석(실기)’ 등을 검정과
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등
운영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부 산하)

필요성 · 측정분석 결과가 환경정책 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배출이 필요

등급체계 · 단일등급

검정과목
· 필기

1. 정도관리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실기

1. 유기물질분석 2. 중금속분석 3. 일반항목분석
검정방법 · 필기 : 필답형(객관식, 주관식)

· 실기 : 작업형, 구술형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필기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

응시자격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
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경우

검정료 · 필기 : 33,000원
· 실기 : 150,000원

< 표  3- 32>  환 경측 정 분 석사 (수 질 )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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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시설 운영 관리 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등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등급체계 · 1급, 2급, 3급
검정주기 · 연간 2회

검정과목 및 
방법

구분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2·3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

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120분

(09:30~11:30)
객 관 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

1·2급
1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급 10문항
2급 14문항

120분
(13:00~15:00)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2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

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1급 10문항
2급 14문항

120분
(15:30~17:30)

3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

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120분

(13:00~15:00)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

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

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

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

< 표  3 - 33>  정 수시 설 운영 관 리 사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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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육 사
○ 환경교육사는 환경부 및 실무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

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급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
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면제대상

·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취득자격 제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30분

수질환경기사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분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분

·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합격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검정료 · 필기 : 36,000원
· 실기 : 27,000원

구분 내용

운영기관

· 필기평가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며, 실기평가는 실무과정을 수료한 양성기관별 시행
구분 내용
1급 미운영중
2급 2개 기관(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녹색교육센터)
3급 6개 기관(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사)자연의벗연구소,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교육·훈련
과정 목표

·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교육·훈련
시간

구분 내용
1급 · 120시간 이상(기본 39시간 이상, 실무 81시간 이상)
2급 · 144시간 이상(기본 48시간 이상, 실무 96시간 이상)
3급 · 144시간 이상(기본 54시간 이상, 실무 90시간 이상)

< 표  3- 34 >  환 경 교육 사  자 격운 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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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내용

1급

· 기본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생태문명의 이해 9시간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시간

사회적 경제 이해 6시간
회계 및 재무관리 9시간
환경교육과 리더십 6시간

· 실무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시간
환경교육 세미나 12시간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시간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시간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시간
선택교과 12시간

2급

· 기본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환경과 사회 6시간
통합적 환경탐구 15시간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시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시간

인적자원 관리 9시간

· 실무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시간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시간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시간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시간

환경교육 전시 관리 9시간
선택교과 30시간

3급

· 기본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환경과 철학 6시간
환경교육론 12시간
환경생태학 12시간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시간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시간

· 실무과정
교육명 최소훈련시간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시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시간

지역환경문제 탐구 12시간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시간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시간
선택교과 18시간

취득절차 및 
합격기준

· 기본과정 → 필기시험(전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 실무과정 → 실무시험(평가별 100점 만
점,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자격기준

구분 자격요건
1급 1.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2.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
2급

1.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2.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3. 환경교육 관련 6년 이상 경력

3급 1. 누구나 (3급 양성과정 이수자)
※ 환경관련 학사 취득자(3급 기본과정 교과목 이수)는 기본과정 수강 면제

·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함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
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함

보수교육 · 1급, 2급, 3급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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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영향 평가 사
○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

도,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면접)’ 등을 검정과목으로 연간 
2회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

필요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의 확대 및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평가대행 관련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필요성 대두

수행직무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

등급체계 · 단일등급

검정과목 · 1차 : 1. 환경정책 2. 국토환경계획 3. 환경영향평가제도 4. 환경영향평가실무
· 2차 :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검정방법 · 1차 : 단답 또는 논술 서술형 혼합
· 2차 : 면접

검정주기 · 연간 2회

합격기준 · 1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2차 :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기본 자격 환경분야 실무 요구 경력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유사분야 포함)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4년 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5년 이상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6년 이상
(7년 이상)

9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9년 이상
· 환경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최대 2년까지 환경분야 실무(업무) 경력

으로 인정됨

검정료 · 1차 : 87,000원
· 2차 : 91,000원

< 표 3- 35>  환경 영 향평 가 사  자격 운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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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도관 망시 설운 영관 리사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실

무교육’을 통한 양성과정을 연간 3회 실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수도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3의2

운영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수행직무
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등급체계 · 1급, 2급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1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
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양성과정 주기 · 연간 3회

평가기준

구분 1급 과정 2급 과정
문제형태 선택형(5지 택일형) 및 단답형 선택형(5지 택일형)
출제범위 [별표 1]의 2호의 고급․중급 난이도의 교과목 [별표 1]의 2호 전 과목
평가시간 총 240분(4교시) 총 240분(4교시)
문항 수 총 150문항 (고급 3과목, 과목당 20문항

중급 9과목, 과목당 10문항)
총 140문항 

(총 14과목, 과목당 10문항)
합격 기준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목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

비고 
  1.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평가에 재응시할 수 있음. 

다만, 1년이 초과된 경우 집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 표  3- 36>  상 수도 관 망 시설 관 리 사 자 격 운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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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양성과정 내용

구분 1급 과정 2급 과정
교육시간 가. 집체교육 : 105시간나. 실무교육 : 400시간

집체교육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교과목 편성 및 과목별 이수시간

난이도 교과목명 이수시간
1급 과정 2급 과정

고급 상수도관로 운영·관리 계획수립 10 4
고급 상수도관로 비상시 대응 10 4
고급 상수도관로 단수 및 수계전환 10 4
중급 상수도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7 8
중급 상수도관로 시설진단 7 8
중급 상수도관로 개량 7 8
중급 상수도관로 세척 7 8
중급 상수도관로 시설·운영정보 구축 7 8
중급 상수도관로 송배급수시설 운영관리 7 8
중급 상수도관로 누수관리 7 8
중급 상수도관로 수질관리 7 8
중급 상수도관로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유지관리 7 9
초급 상수도관로시설 조사·탐사 4 12
기초 상수도 관망관리 수리학 8 8

실무교육 내용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실무교육(상수도분야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상수도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제외)

이수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집체교육의 80% 이상 출석
 나. 실무교육 수료(실무교육이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없음)
 다. 별표 2에 따른 평가 합격

검정료 · 집체교육 교육비 : 834,000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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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관련 법령
 

□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와 『국가기술자
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등에 근거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의무고용) 취득 자격 또는 자격 취득자의 고용을 제도화하는 경우
○ (직무권한 부여) 고용의무는 없으나, 자격 취득자만이 해당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인사 우대) 채용 시험과목의 면제, 경력(경쟁)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 소지자 임용, 채용·전

직·승진 시 가산점 부여, 전보 시 우대 등

구분 법령 내용

의무
고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8 환경컨설팅 회사의 인력요건
· 수도법시행령 제34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
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필요한 기술인력

직무
권한 
부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

준

인사
우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의 응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 임용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의3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 사항
· 국회인사규칙 제20조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 채용시험 특전, 군무원 승진관련 가산점 등

< 표 3- 37>  수 질 환 경기 사  우대 법 령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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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의 다양한 사업군에서 자격 취득자 의무고용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군별로 ‘자격 취득자’의 대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학력 또는 경력 보유자’로 대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임.
○ 즉, 환경분야 자격의 경우 ‘낮은 수준의 면허성’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환경분야 주요 사업군별 자격 취득자 보유 인력요건 관련 법령 및 대체 가능여부를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음.

구분 근거법령 관련 분야 대체 가능 여부

환경컨설팅
회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8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자
연환경,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
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
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학위, 경력 등으로 대체 가능
1) ‘비고 3항의 업무(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

를 위한 진단·조사 등 및 교육, 환경기술의 개
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 등 및 교육) 시 
고급인력으로 기술사 1인 반드시 포함’을 제외
하고 대체 가능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중직무
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
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
하는 분야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
업화학 등

·학위, 경력, 과정 이수 등으로 대체 가능
1) 기술사는 ‘박사’ 또는 ‘기사+경력 5년’으로 대체 

가능
2) 산업기사는 ‘해당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졸업+경

력 3년 이상’ 또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교
육과정 수료자’로 대체 가능

토양관련
전문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
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
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
리, 자연환경

·학위, 경력, 과정 이수 등으로 대체 가능
1) 기술사는 ‘박사’로 대체 가능
2) 산업기사는 ‘해당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졸업+경

력 3년 이상’으로 대체 가능

전문광해
방지사업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토양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대체 
가능

환경측정
기기

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
물, 실내공기질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표 3- 38>  환 경 분 야 업 종 별 의 무 고용  사 항 ( 종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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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법령 관련 분야 대체 가능 여부

환경영향
평가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생물분
류(동물), 자연생태복원 ·학력으로 대체 가능

가축분뇨
관련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질환경, 수질관리, 토양환경, 환
경기능사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은 환경공학박사
(수질 분야 한정)로 대체 가능

지하수
정화업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수질관리,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
기물처리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수질환경 ·환경공학박사 또는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개인하수처
리시설설계·

시공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수질환경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수질환경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기관리, 환경측정, 대기환경, 수
질환경 ·학력으로 대체 가능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
대기환경, 환경측정(대기), 수질환
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경력으로 대체 가능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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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제1절 FGI 주요 결과
 
1. FGI 추진 개요

□ (개요) 환경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수요 분석을 위해 전문가 FGI 실시
○ 사전에 인터뷰 참석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총 2회 실시(’22.11.4, ’22.11.9)하였으며, 각각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
○ 크게 ①사전질문,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③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④기

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
 

구분 FGI 주요 내용

사전 질문
Ÿ 재직하고 있는 직장, 업종, 담당 업무 등
Ÿ 환경 분야 자격 관련 응답이 가능한 분야 (예: 환경분야 자격 전반,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환경, 폐기물 처리 등)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Ÿ 환경분야 자격의 직무능력 향상, 채용, 기업내 인사관리 등 활용 실태
Ÿ 환경분야 자격 중 활용도가 높은 자격종목
Ÿ 환경분야 자격 운영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 사항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Ÿ 자격종목의 개편, 통합, 분할 등 필요 종목
Ÿ 환경분야 자격종목별 시험과목 등 업데이트 필요 사항
Ÿ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자격종목 신설 필요 분야(종목)
Ÿ 국외에서 운영 중인 환경분야 자격 중 벤치마킹 가능 자격종목
Ÿ 환경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I SC의 역할

기타 건의사항 Ÿ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 표  4- 1 >  F GI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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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환경  분 야 자 격의  활 용 실 태 및 주 요 이슈
○ 환경분야 자격은 대체적으로 의무고용, 취득 용이성이 있는 종목이 취득자가 많은 상황이며, 주요 

분야(수질, 대기, 폐기물 등)별로 다양한 이슈가 존재
‑ 수질, 대기분야 자격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격 취득자 및 활용성이 높은 편이며, 이는 관련 사업

장의 규모와도 관련성이 있음
‑ 전반적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생활

과 밀접한 분야의 자격의 활용성이 높은 편
 

※ “환경분야 자격은 대체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수질, 대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격들은 특히 활용도가 높음”

※ “의무고용, 취득 용이성이 있는 종목일수록 취득자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

‑ 다만, 폐기물분야의 경우는 최근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으로 이슈가 전환되어 기존 ‘폐기물처
리’ 자격은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즉,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폐기물 분
야 NCS가 현장 직무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관계법령 재·개정 내용이 출제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가 출제기준에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 

 
※ “폐기물 분야는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음. 폐기물처리가 이슈가 아니라 재활용, 업

사이클링이 이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자격증은 의미가 없음. 기존은 매립, 소각 전
공 교수님들이 폐기물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화학적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함. 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 더 필요함”

※ “폐기물 소각이 아니라 산화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더 잘 생산해야하며, 폐기물 매립
은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료로 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
링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에 대해 대체로 환경분야 관련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 환경분야 다양한 사업군에서 자격 취득자 의무고용 사항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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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기업 입장에서 현재 자격이 중요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기술요원이 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자격의 활용성은 높은 편임”

※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업 등록을 위해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이 필요함. ’22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토양정화업도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음. 다만, 토양정화업 시작시 기
술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학력,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환경분야 관련법에서는 관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
위나 경력 등으로 대체 불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환경분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 일례로 토양 분야의 경우 정화업이 시작될 당시 자격 취득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이 제정되면

서 학력, 교육기관 교육 이수자가 자격 취득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취득자가 충
분히 배출되었음에도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

 
※ “(토양분야) 환경분야 자격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법상 자격증 취득을 학위소지

자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자격이 너무 대체가 안되도록 만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 채용 등 인력 충원이 
너무 어려워짐” 

 
○ 환경분야의 경우 젊은이들의 특성상 기피하는 업무가 많고, 처우 등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신규로 오는 인력은 이직률이 높음. 업무 자체가 굴뚝에서 일하고, 하수 채취하고 
하는 등 힘든 일이 많음. 젊은 사람들은 편한 일을 좋아하고, 보수, 사회적 지위 등 
때문에 공단, 공기업 등을 많이 선호함”

※ “환경업이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안 좋고 인식이 부족함.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적정
한 보수를 주지 않는데 인력이 많아질 수 없음. 최근 탄소중립 이슈가 많은데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 대우를 많이 못 받음. 대우가 부족하니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기업에서는 자격 취득자들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경우도 존재
‑ 측정, 처리업 등 등록을 위해 법적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

여 채용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수의 환경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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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인사고과에 자격 취득여부를 반영
 

※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격수당을 주고 있음. 회사마다 다르나 기사는 몇 백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음. 자격 취득자가 많아야 업체가 등록을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3. 환경 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  자격 종목  개 편, 통 합 및 분 할 등 요 구
○ 일부 자격종목의 개편, 통합 등은 검토해볼 수 있느나, 환경분야별로 소관법이 다양하고 특화된 기

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 “각 분야에 특화된 기술이 있기에 통폐합에 있어서는 부정적임. 근본적인 문제로 환
경분야에 인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우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자격의 통폐합은 조심스럽게 봐야한다고 생각함. 각 분야별 자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격의 취득자가 줄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
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함. 그 분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이 없어지기 때문임”

 
○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등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나, 

해당 분야 내용전문가의 의견은 요구되는 역량 및 업역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생물분류도 굳이 동식물을 나눠야하는지? 생물분류가 자연생태복원을 위해 필요하

니 생물학과가 베이스일텐데 왜 이렇게 나눠져있는지 모르겠음. 자연생태복원에 생
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이 통합되어도 된다고 생각함”

※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등은 엄연히 다른 분야고, 동물 내에
서도 전공에 따라 다른 분야이나, 취득자가 너무 적어 통폐합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음. 다만, 생물분류(동물)와 생물분류(식물)은 출제과목이 중복적인 문제가 있어 
최근 출제과목 중 한 과목을 차별화하여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
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 반면, 기능사 등급의 경우 현재 ‘환경기능사’ 종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및 마이

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고려할 때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분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

 



제4장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65

※ “기능사는 통합되어 있는데 대기, 수질, 폐기물은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공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기능사를 따서 오고 활용도도 높은데 공부하는 사람이 힘
들 것 같음”

※ “기능사는 분야별로 분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외에 온실가스 분야 자격은 대기 분야 자격과 내용상 중복이므로, 경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
 

※ “온실가스 관련 자격은 신설할 때 반대 의견이 있었음. 대기 파트에서 같이 다루어
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

※ “온실가스 관련 자격은 산업기사도 폐지되는 시점에서 대기 분야 자격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임”

 
○ 특히 폐기물처리 분야의 경우 관련 산업 패러다임, 정책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격종목의 전반적 

개편(자격종목명, 자격검정내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현행 자격의 종목명 조정(자원순환관리) 등 전반적인 개편은 물론 신규 자격의 신
설 또한 검토 가능 상황임. 기존 자격의 경우 기사와 산업기사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존재함”

※ “폐기물처리 관련 정책, 관계법령, 필요기술 등의 지속적인 변화로 국가기술자격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함. 다만, 해당 종목을 이미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 현행 법령상의 
용어 정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추진이 현실적일 것”

 
□  자격 종목  출 제과 목 업 데이 트 등 개 선 요구
○ 전반적으로 현행 환경분야 자격종목의 출제과목 등이 기술 및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 “현재 기술변화, 산업변화 등을 못 따라가고 있음.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기술변화에 대응한 시험문제 및 과목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특히 실무중심 평가
가 이루어질 필요”

※ “과목이 오래되어서 실무형으로 과목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음. 트렌드를 반영할 필
요가 있고, 기존 과목은 너무 학문적임. 실무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분야 자격 분야별로 출제과목 혹은 출제기준 업데이트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 환경분야 

공통적으로 정보화(3D오염지도 등) 관련 출제과목 혹은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며, 토양 분야의 경우



66  녹색산업 자격제도 개편과 미래 유망 분야 발굴 연구

는 정화 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이외에 폐기물 분야 등 
출제내용 업데이트 필요 요구 존재

 
※ “환경 전분야 관련하여 출제과목에 정보화(3D오염지도 등; 3D든 2D든 오염이나 환경

관련 지도를 만드는 것)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토양정화, 환경생태복원 분야에는 정화 후 사후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령에 
정화 후 몇 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 

※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은 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과목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폐기물 분야의 경우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의 비중보다는 ‘폐기물의 재활
용, 업사이클링,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생산’ 등의 산업현장 변화 반영이 필요”

□  자격 종목  신 설 요 구
○ 환경분야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자격종목 신설에 관한 의견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수요, 최신 정책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
‑ 탄소중립,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인해 컨설팅업이 대두되면서 환경분야 전반에 관해 검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칭)통합환경관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 “환경정보공개제도 측면에서 국가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많으나, 이를 총괄해서 검
증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음. 환경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함”

※ “통합환경관리 파트 기사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음. 기술사 정도의 급여가 아니어서 
기사정도면 될 것 같음”

 
‑ 이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관련 자격, 녹색환경시설관리, 환경보건관리, 소음진동모델링 등에 관한 

수요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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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생태계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음.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은 생태계서
비스로 보고 있음.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업무(예.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원의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등)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

※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는데 미래기술 분야 관련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업종별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녹색환경시설관리’ 분야에 관한 자격
이 필요할 것임. 즉, 탄소배출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적 접근을 통한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AI, 빅데이터가 가능하다면 환경 분야도 ‘환경시설운영관리’ 등. 제
조, 생산 등 분야에 있어 환경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임”

※ “미국은 ‘환경보건관리자’라는 자격이 있음. 우리나라는 학교 내 보건교사가 하
거나 행정직원이 하고 있음. 그렇다고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학령인구 감
소로 교사도 더 못 뽑는 상황에 보건교사를 더 뽑으라고 함. ‘환경보건관리자’(기
사, 관리사 등 기사수준으로) 1인이 교내 정수기, 폐기물 관리, 환경교육 등 교내 전
반적인 인체관련 환경 분야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4. 기타 건의사항
□  인력 양성  및  커리 어로 드맵  개 발  
○ 환경 ISC가 주도적으로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인력양성을 활성화하고, 자격 취득자를 위한 커리어

로드맵을 개발하는 등 ISC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자격제도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제도를 아우르는 환경분야 근로자 경력개발 및 이동을 지원하는 

로드맵 개발 지원

□  국가 기술 자격  관 련학 과 유 연성  제 고
○ 환경분야 자격 취득자 제고를 통해 인력양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의 관련학과 유연성 

제고가 필요
○ 다만, 이러한 사항은 법령 개정 등 정부부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자격 종목 의 분류  및 등급 간 차 별성  제 고
○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환경분야 자격의 분류(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를 일상생

활, 문제대응, 미래환경대비 등의 분류로 개편 지향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급간 차별성 제고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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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1. 자문회의 추진 개요

□ (개요) 녹색산업 분야의 자격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직종, 수요 자격 발굴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가 대상 의견 청취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환경 ISC 대내․외 전문가와 공유하고 시사점, 발전방안 등 관련 
의견 반영

○ 총 2회 실시(’22.11.25, ’22.12.09)하였으며, 각각 5인, 4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
○ 크게 ①연구과제 개요, ②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③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현황, ④FGI 주요 결과, ⑤향후 추진계획 및 논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2. 환경 분야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환경 분야  자 격 실 태 및 주 요 이슈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수요와 교육·훈련을 통한 인원의 배출에 차이가 존재

‑ 대졸자 수준의 인원이 기능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 인원들이 저임금, 고노동의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

 
※ “사실상 현장에서는 기능요원이 더 필요한데 배출인원이 없어 하급의 일을 대졸자

가 하게 되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저임금, 낮은 수준의 업무 배정으로 인
해)”

 
‑ 또한, 법정 의무배치기준에 환경분야 자격이 기타 자격 또는 학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관련 자격 취득자들의 의무고
용사항이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

 
※ “예를 들어, 매립으로 인한 1차 오염은 LFG가스와 침출수 오염이 문젠데 법에서 처

리시설을 위해 ‘수질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을 요건으로 두면 누가 수질기
사를 쓰지 폐기물처리기사를 쓰겠냐는 것임”

※ “자격증이 누적된 취득자 수가 있으니, 산업체 수 대비 취득자 비율을 조사해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의무고용 수준을 조정하거나 자격취득자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해
야 하지 않나 생각함”

 
‑ 특히,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자격증을 대여하여 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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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 운영되는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이나 구인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

 
※ “요즘 젊은 인력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주로 진출하다보니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임.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인력은 지방대 출신, 영어 못하는, 성실한 
학생임.”

※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니 협회나 컨소시엄을 통해 인력
풀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상하수도 분야가 환경분야의 직무 또는 자격제도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분야의 업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상하수도 분야가 환경분야 전체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질분야가 환경부 소관으로 편입

되었으나 기업에서의 업무는 건설분야와 환경분야가 여전히 혼재
 

※ “환경부 업무가 예전에는 건설부였다가 공해방지법이 나오면서 환경부로 넘어감. 
부처가 커지면서 범위가 넓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부처 통합을 하면서 물이 환경부
로 전부 넘어갔음.”

※ “물은 수량과 수질이 있는데, 수량은 토목이 맞고 수질은 건설-환경 분야가 혼재되
어 있음. 물산업이 이제는 환경부 소관이 되었으나, 기업에서 하는 업무는 여전히 혼
재되어 있음. 환경 분야 업무 중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분야 전체의 60-70%를 차지하
고 돈도 제일 많이 투자함. 상하수도를 환경 분야로 어떻게 끌어들여서 환경 분야의 
업역을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함”

 
3. 환경 분야 자격제도 개편 및 신설 논의

□  과정 평가 형 자격  확대  운 영 요 구
○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검정형과 달리 과정평가형은 수요·공급에 일정 수준 개입이 가능하

기에 과정평가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 “자격취득자 배출에 있어 검정형은 고정적 수요공급원칙이 적용되어 산업을 뒤따라
가는 형태이고, 과정평가형은 수요공급에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분
야의 자격을 가급적이면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민간 자격  활 용성  검토
○ 환경분야 관련 민간자격이 다수 존재하기에 이를 국가자격으로 편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는 의견이 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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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관련 등록민간자격이 48개 정도(ESG 관련 전문가, 지도사, 평가사, 기후
변화 관련 교육,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 탄소배출권거래중계사 등)임. 이 종목들은 
명칭만 봐도 굉장히 고급의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등록민간자격들을 국가
기술자격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 반면, 등록민간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공인민간자격 또한 기준이 높

아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존재
 

※ “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은 쉽지 않음. ‘에너지관리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하다 국가자격(개별법)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
음”

※ “연구 범위에도 민간자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등록민간자격은 무의미함. 공
인민간자격이 되려면 수요, 필요성, 직무분석, 자격운영 등 기준이 까다로움”

 
□  자격 종목  개 편, 신 설 및 통 폐합  관 련 요 구
○ 자격종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해 체계를 먼저 확립하고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부분
‑ 현장에서 현행 자격종목에 있어 분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별로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

종목을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
 

※ “통합환경기사와 관련하여 과장을 조금 보태서 90%는 대기, 10%는 수질임. 이런 상
황에 자격을 신설하면 안될 것 같음. 자격증 신설의 큰 틀이 필요해 보임. 신설보다는 
현존하는 기사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기술자격이 필요없어 신설 자격을 만드는 양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음.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사는 사실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적인 내용
을 총괄하는 듯한 자격이라는 인식도 있음”

※ “지금 당장 새로운 분야의 자격을 신설해 의무고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해 체계를 먼저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생
각함.”

 
○ 또한, 현행 환경분야 자격 종목 간 공통능력이 존재하며 법정 의무고용사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응시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종목을 폐지하기보다는 종목 간 공통능력을 중심으로 자격을 통합하고 
자격 내 전문과목을 두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일부 존재
‑ 이때, SQF(또는 직무맵)와 국가기술자격의 매핑을 통해 유사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자격의 통폐

합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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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다보니 의무 고용에 해당하는 자격들이 꽤 많은데 현
재 응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폐지가 바람직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폐지보다
는 환경분야 공통능력이 있다면 큰 차원에서 종목 통폐합을 하고 그 안에서의 전문
과목을 두는 형태는 어떨지?”

 
○ 폐기물처리기사 관련하여서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면서 업사이클링, 재활용 등을 신설하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
 

※ “폐기물처리기사는 그것으로 두고, 업사이클링, 재활용 등을 신설하는 것이 더 좋다
고 봄.”

 
○ 그럼에도 신설을 해야한다면, ①환경행정 관련 종목, ②상하수도 자산 관리 관련 종목, ③AI, 빅데이

터 등 최신기술 관련 융복합자격, ④글로벌 트랜드인 안전과 관련한 ‘환경안전’ 종목 등의 제안이 
있었음

 
※ “환경전문가는 대부분 공학자, 기술자인데 업무에 있어 굉장히 많은 행정을 요구하

기에, 환경행정 관련 자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 “환경실사를 하다보면 어떤 시설은 30년 이상 운영해도 시설관리를 잘하는 반면, 장
기민간위탁 혹은 민간 자본으로 20년도 운영하지 않은 시설을 보면 엉망임. 그럼에
도 이를 공공에 기부채납하여 이득을 취하고 공공은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함. 체계적
으로 상하수도시설 자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지.”

※ “AI, 빅데이터, 신기술, 저탄소 등 신기술 관련 내용이 종목을 신설하지는 않더라도 
과목 혹은 내용에 포함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함. 그렇게 되면, 융복합자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자격을 신설한다면, 국제 트랜드에 있어 ‘안전’이 중요하기에 ‘환경안전’에 
관한 국제규격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양성, 배출이 가능할지 살펴보
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4. 환경ISC 역할 및 연구 수행 방향

□  환경 ISC 역할  관련
○ 타 기관 또는 ISC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분야 또는 융복합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

 
※ “공학기술인증 관련하여 자격이 교육과 연결되니 ISC가 공학교육인증원과 연계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지.”

※ “환경ISC가 타 ISC와의 협력을 통해 융합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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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 행 방 향 관련
○ 인력양성이 저조한 원인이 자격제도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 특별법이어서 여타 개별법(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 관리
법 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게 되었음. 현장에서는 2-3명
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관리감독을 나가서 보면 일에 허덕여 힘들 것 같은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모두 그들이 지게 됨.”

※ “한 사람만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제도 개편에 있어서 인력양성이 안 
되는 원인이 기업규제 완화 특별조치 때문인건지, 자격제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자격제도로 인한 것이라면, 자격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대졸
자,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자리가 늘어날지 따져보아야 함”

 
○ 자격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학력, 경력 등으로 대체로 인한 효용성 감소의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

 
※ “큰 틀에서의 자격으로 봤을 때 자격을 학력, 경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인해 자격

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면,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환경학과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할 때 어떤 내용을 배우
고 연구하였는지 검토하여 이를 어떻게 자격으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가 ISC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격증보다는 환경관련 법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 이 때, 법령 내 자격관련 의무고용사항을 검토하여 1법 내 1자격을 지향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
라는 의견

 
※ “자격증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 같음. 법률

을 기준으로 의무고용사항(자격)을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1법 내 1자격으로 가
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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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 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비전 및 추진 방향
 

□ (비 전 및 전략 ) “환경ISC 주도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환경분야 자격제도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①현장성, ②합목적성, ③활용성 등 3대 전략 설정

○ (현장성) 환경산업 특성 및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 지향
○ (합목적성) 최신 트랜드 및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자격제도 지향
○ (활용성) 환경분야 근거 법령, 노동시장, 교육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활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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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1] 환 경  분 야 자 격 제도  내 실화 를  위한  비 전  및  추 진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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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추진과제
 

□  정부  정 책방 향에  부합 하는  자 격제 도 개 편
○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확산 지향)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학습 방지 등을 위해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을 지향할 필요
‑ ’22년 기준 과정평가형 자격은 178개 종목이 운영 중이며, 환경분야에도 3개 종목(수질환경산

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환경기능사)이 운영 중
‑ 향후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은 종목 선정 절차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

으며, 정부 방침에 의하면 ’27년까지 280개 종목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
※ (현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지정한 종목만 과정평가형으로 운영) 과정평가형 종목 지정 → (개선) 네거티

브(negative) 방식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종목 지정
‑ 궁극적으로는 ’27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8만명 달성이 목표이며, 이는 검정형 자격의 

10%에 해당하는 인원
‑ 이와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대 운영시 환경 ISC가 담당하여야 할 주요한 역할은 ①과정평

가형 자격 편성기준 개발시 참여, ②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 발굴, ③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에 필요한 각종 평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의 역
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분야 NCS 품질 개선 지속 추진) 환경 ISC 주도로 환경분야 표준직무 발굴 및 NCS 개발·개선
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 산업별 직무맵 및 직무역량체계를 반영한 NCS 개발·개선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분야 NCS의 활

용성을 제고할 필요
※ 직무맵 : 산업분야별로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한 것
※ 직무역량체계: 직무맵을 기반으로 표준직무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NCS를 활용하여 구조화한 것

‑ 특히 디지털 신기술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연차별 NCS 신규 개발 및 개선·보
완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환경분야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기술 직무를 중심으로 연차별 개발·보완 
추진 → 현장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무분석을 선행하고, 직무분석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여 NCS 개발·개선 추진
※ 직무분석이 진행된 분야는 환경 ISC가 주도적으로 NCS 개발·개선 추진

‑ 국가기술자격은 NCS 기반으로 지속 개편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채용·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분야의 지속 가능한 NCS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분야 NCS 활용 기업을 대상으
로 NCS 활용 정도, 추가 개발 수요, 생산성 향상 정도 등을 분석하는 것도 환경 ISC 주도
로 진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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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능력은 행제  구 축·운 영 지원 )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된 학습이
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이를 통해 환경분야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정부에서는 개인이 NCS 기반의 교육훈련, 자격 등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관

리·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추진 중(’22~)
‑ NCS 등에 기반한 다양한 학습정보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 이동,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환경분야 경력관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한 선학습 인정(RPL)을 통해 중복학습 방지 등 자격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그 림 5- 2] 직무 능 력 은행 제  개념 도
 

○ (환경분 야 SQF 개 발 및  활용  확산 ) 환경분야 직무능력 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산업별 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확산 추진
‑ 환경분야 SQF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SQF 개발 로드맵 마

련 필요
‑ SQF 개발로 구축된 산업별 직무역량체계를 자격의 신설, 개편시 반영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 

강화
‑ 교육, 훈련, 자격, 현장경력 등 상호인정을 통해 선학습 인정(RPL) 및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 도

입을 위한 기반 마련
‑ SQF를 통해 산업별 경력이동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기

업의 인사관리(채용, 직무재설계, 인사배치 등)에 SQ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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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3] 산업 별  역량 체 계 (S QF ) 구 축  3단 계
 

□  산업 수요 에 부응 하는  자격 종목  개 편, 신설  등 추 진
○ (환경분야 자격종목 운영 시범사업 추진) 환경분야 신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러스자격, 모듈형자격,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 등 시범사업 추진
‑ 자격 신설에 상당 기간(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신기술 접목을 위해 

새로운 직무와 자격간 융합을 위해 자격 유연화 검토
‑ (플러스자격)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해당 자격에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습

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도록 추진 → 환경분야 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적
용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신기술 분야를 선정
※ (타분야 사례) ’20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인공지능 응용 SW 개발 분야 시범사업 

훈련과정 수료자 (13명)에게 플러스자격과정 수료증 발급
※ (독일 사례) 자격 신설 규정이 까다롭고 소요기간이 긴(약 4년) 기존 자격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자

격’ 제도 운영 → 현장 수요가 있고, 여러 직무에 접목 가능한 신기술 역량 7개 부문(프로그래밍, IT 보완 
등)을 추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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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 ] 플 러 스자 격  예시 

‑ (모듈형자격)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NCS 능력단위 일부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세분화
한 모듈형자격 종목 운영 방안 검토 → 모듈형자격 취득 결과는 다른 자격 취득시 검정과목, 교
육훈련 등 취득 절차에서 일부 면제 등으로 활용되도록 추진

 

[그 림 5- 5] 모듈 형 자격  운 영  예 시 
 

‑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 개인의 근로경험을 통해 축적된 수행능력을 객관적 기준·절차에 따라 
평가·인정(직무능력은행 활용)하여 자격 취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예 ) 현장경력사항 (직무수행내용 , 지식, 기술 등)과 NCS 능력단위간 상호 비교 및 면접 등을 통

해 현장경력을 NCS 능력단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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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ISC 주도  국 가기 술자 격 정비 ) 환경 ISC 주도로 국가기술자격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자
격종목 및 출제기준 정비를 추진하여 자격의 현장성 강화
‑ 출제기준 일몰제와 연계한 ‘산업계주도 국가기술자격 개편(신설, 통합, 폐지) 체계’ 구축·운영으

로 자격종목 정비 효율화
‑ FGI를 통해 제기된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 의견을 중심으로 ①현실 적용 가능성, ②

개편을 통한 효용성, ③교육훈련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검토
 

구분 주요 개편 의견

자격종목 통합 검토
Ÿ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등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해당 분야 내용전문가의 의견은 요구되는 역량 및 업역이 상이하다는 의견
Ÿ 온실가스 분야 자격은 대기 분야 자격과 내용상 중복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자격종목 분할 검토 Ÿ ‘환경기능사’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고려할 때, 대기, 수질, 폐
기물 등으로 분할하여 운영할 필요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업데이트 검토

Ÿ 전반적으로 현행 환경분야 자격종목의 출제과목 등이 기술 및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

Ÿ 과목명을 실무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트랜드를 반영할 필요 (현행 과목명은 너무 학문적
임)

Ÿ 환경 전분야 관련하여 출제과목에 정보화(3D오염지도 등) 관련 출제과목 혹은 내용의 추가 필요
Ÿ 폐기물분야는 최근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으로 이슈가 전환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 자격에 

대한 자격명칭, 검정과목, 출제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트랜드에 맞게 업데이트 필요
Ÿ 토양정화, 환경생태복원 분야는 정화 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보완 필요
Ÿ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의 검정과목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차별화 검토 필요

< 표  5- 1>  환 경 분 야 국 가 기술 자 격  개 편  요구 (종 합 )

 
○ (환경분야 사업주자격 활성화) 환경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유도 차원에서 사업주자격 활성화 

검토
‑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
※ ’00년부터 ’22년까지 총 100개사에서 232종목 인증

‑ 환경ISC 차원에서 사업주 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희망기업대상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특
성에 맞는 사업주자격 설계 지원 검토
※ 인력공단 지원 사항: 검정개발비(개발비 1/2 이내 12백만원) 및 3년간 검정운영비(종목별 연간 운영비 1/2 

이내 10백만원 , 기업별 30백만원) 지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금 및 지원기간 우대)



82  녹색산업 자격제도 개편과 미래 유망 분야 발굴 연구

구분 기업명 주요 내용

대기업
(5개)

㈜더본코리아 빽다방 Ÿ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맛의 균일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로 업무역량과 자
긍심은 상승, 컴플레인은 감소 

삼성중공업㈜ Ÿ 신호수 사고율 감소 등 무재해사업장 실현 및 협력사 자격취득 기회 제공으
로 상생경영 실천

㈜에스아이티 Ÿ 사업내 자격제도 운영 11년 차,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기업 경쟁
력 향상으로 매출 꾸준히 증가

SK오앤에스㈜ Ÿ 자격제도를 통한 직무표준화 및 역량향상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업
계 선도

쿠팡㈜ Ÿ 국내 최초 CS(Customer Satisfaction) 배송전문가 사내 자격인증으로 배
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문성 보유

우선지원
대상기업

(4개)

㈜글로벌스탠다드
테크놀로지

Ÿ 직원의 교육과 평가·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으로 퇴사율은 감
소, 브랜드 이미지는 상승

㈜수산인더스트리 Ÿ 체계적 교육과 자격제도 운영으로 정비기술 인력 확보, 기업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제고

㈜이브자리 Ÿ 슬립코디네이터 자격이수자 150% 증가, 전문 수면컨설팅으로 매출 상승, 
사이버연수원 운영으로 자격취득 참여자 증가

㈜키노콘 Ÿ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생맥주전문가 양성, ‘생맥주전문가 사관학교’로 인식
되며 기업경쟁력, 대외신인도 동반 상승

공공기관
(2개)

근로복지공단 Ÿ 잡코디네이터의 업무전문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격
Ÿ 검정제도 도입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대 유지

한전KPS㈜ Ÿ 30년 역사의 ‘사업내 자격제도 1세대’로서 발전정비 분야의 기술표준을 제
시하는 정비기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산업내 자격
(1개)

(사)한국발전인재
개발원

Ÿ 5개 발전사와 함께하는 발전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정비사 양성 및 국
내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 표  5- 2>  사 업 주  자 격 검 정제 도  우수 사 례

 

○ (환경 분야  자 격종 목 신 설 검토 ) 전반적으로 자격종목 신설보다는 자격제도와 관련된 제반 여
건 및 체계를 공고히하여 자격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종목은 다음과 같음
‑ 신설 필요성 제기 종목에 대해서는 ①인력수요, ②교육훈련 수요, ③관련 NCS 개발 여부, ④관

련 정책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필요
‑ 추후 SQF(혹은 직무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격종목 신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절차 필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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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분야 신설 내용 및 사유 등

(가칭)통합환경관리 · 탄소중립,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인해 컨설팅업이 대두되면서 환경분야 전반에 관해 검토, 분석하
고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생태계서비스 ·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은 생태계서비스로 보고 있음.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업무(예. 공원을 조성
해서 주민에게 ∼원의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등)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

녹색환경시설관리
· 업종별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녹색환경시설관리’ 분야에 관한 자격이 필
· 탄소배출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적 접근을 통한 자문이 필요
· AI, 빅데이터가 가능하다면 환경 분야도 ‘환경시설운영관리’ 등 제조, 생산 등 분야에 있어 환경관리가 

중요하기 때문

환경보건관리
· 미국은 ‘환경보건관리자’라는 자격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교 내 보건교사가 하거나 행정직원이 하고 

있음. 
· ‘환경보건관리자’(기사, 관리사 등 기사 수준으로) 1인이 교내 정수기, 폐기물 관리, 환경교육 등 교내 

전반적인 인체 관련 환경 분야 관리 필요

환경행정 관련 · 환경전문가는 대부분 공학자, 기술자인데 업무에 있어 굉장히 많은 행정을 요구하기에 환경행정 관련 
자격이 필요

상하수도 자산 관리 · 체계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자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자격이 필요

AI,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관련 융복합 자격

· AI, 빅데이터, 신기술, 저탄소 등 신기술 관련 내용이 종목을 신설하지는 않더라도 과목 혹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 자격 신설보다는 플러스 자격 혹은 기존 자격종목 검정과목 혹은 출제기준 업
데이트 등으로 검토도 가능

환경안전 · 국제 트랜드에 있어 ‘안전’이 중요하기에 ‘환경안전’에 관한 국제규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 필요

< 표  5- 3>  환 경 분야  자 격종 목  신설  수 요 (종 합 )

 
□  역량  중 심 평 가를  위 한 디 지털  검 정방 식 활 용 확산
○ (역량기반 자격검정 지원) 정부부처, 인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역량기반 자격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예: 역량중심 검정문항 출제 지원, CBT·IBT로의 전환 지원 등)을 환경ISC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는 대부분 기계 혹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진단·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중요성 증대

‑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으로서 새로운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격검정 역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

‑ 이와 같이 역량기반 자격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나, 여전히 자격검정은 단
순 암기형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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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시험(PBT) 방식을 유지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종목별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

명하고,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사례,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역량기반 자격검정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환경 ISC 
역할 및 지원 필요 사항)

 
○ (디지 털 기술  기반  평 가방 법 활 용 지원 ) 기존 PBT 방식이 CBT 혹은 IBT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개발·보급 
추진
‑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실기평가를 위한 작업환경이 위험한 종목을 중심으로 AR·VR을 활

용한 디지털 평가방법 도입 검토
‑ CBT 전면 도입 검토, AR·VR 기술 자격검정 도입, AI 채점방식 도입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ISC 차원에서 자격종목별 현행 검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환경 분야  자 격의  활용 성 제고
○ (활용 실태조사 추진) 환경분야 환경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체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격제도 개편에 반영
‑ 특히 환경분야 자격은 약한 수준의 면허성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요 자격종목별로 근거법

령에 따른 인력채용 및 활용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기간 및 예산상의 제한으로 부분적 FGI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궁극적으
로는 기업체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

‑ 이외에도 자격종목별 응시인원, 연령, 취업률, 주요 취업처, 임금, 근속기간 등에 대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자격의 활용성(혹은 효용성)을 주기적으로 누적·관리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우수 민간자 격 발 굴 및  활 성화)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중심

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의 비학위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
‑ 현실적으로 등록민간자격의 국가 공인화를 추진하거나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 효용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대학 및 대학의 다양한 성인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중 우수 민간자격과 연계가 가능한 프로

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 이수와 민간자격 취득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현장 수
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품질 높은 민간자격 운영을 강화해나가는 방안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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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야  자 격제 도 관 련 협의 체 및  거 버넌 스 활 성화
○ (협의 체 활성화 ) 환경ISC 주도의 협의체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

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필요
‑ 환경ISC 차원에서 협의체 참여 인력 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유관 ISC와의 상호 교

류를 통해 자격제도 개편 관련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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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경분야 사업별 법적 등록요건(기술인력)
○환경컨설팅 회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8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기준(별표1))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고급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

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

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환경 외의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 일반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 비고
1.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지하수를 포함한다),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을 

포함한다),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환경 분야 업무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법 제16조 의 4제 1항제 4호 및  제 7호의  업 무 를 수행 하 는  환경 컨 설 팅 회사 로  등 록하 려 는  
경 우에 는  고 급 인력 으 로  환 경 분 야 의  기 술사  자 격 을 가진  사 람  1명 을  포 함해 야  한 다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은 일반인력의 자격
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기, 수질, 폐기
물, 상하수도, 자
연환경, 소음·진
동, 토양보전, 환
경보건, 환경정
책, 환경관리, 환
경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 일부 대체 가능
1) ‘비고 3항의 업무

(환경오염의 예방
과 최적 처리를 위
한 진단·조사 등 및 
교육,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 등 
및 교육) 시 고급인
력으로 기술사 1인 
반드시 포함’을 제
외하고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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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별표2의3))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시설규모에 따른 배치기준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1. 6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1,500㎞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 직무분
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
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토양정화업(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

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
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
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
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
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
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
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좌동

● 기술사, 산업기사 대체가능
1) 기술사는 ‘박사’ 또는 ‘기사+경

력 5년’으로 대체 가능
2) 산업기사는 ‘해당분야의 고등

교육기관 졸업+경력 3년 이상’ 
또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자’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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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

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
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
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
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
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 대체할 수 있다.

4. 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
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
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
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
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좌동
● 기술사, 산업기사 대체가능
1) 기술사는 ‘박사’로 대체 가능
2) 산업기사는 ‘해당분야의 고등

교육기관 졸업+경력 3년 이상’
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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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별표1))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일반기준
 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는 자는 제2호의 전문분야 중 3개 이내의 전문분야를 겸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
할 수 없다.

 나.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제외한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전문분야별
로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 전문분야별 기준(가, 라목은 환경분야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 비고(기술능력 관련)
가.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사 1인은 전문분야별 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른 산업

기사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5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때에도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

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산림공학기술자
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전문분야 기술능력
나.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
를 포함한다)사
업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 양 환 경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토 양 환 경, 농화학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응용지질, 토 양환 경, 농화학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다. 오염수질의 개

선사업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 질 관 리, 화공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 질 환 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마. 광물찌꺼기유

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 질 관 리, 폐 기 물 처 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 환 경, 폐 기물 처 리,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바.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소 음 진 동, 대 기 관 리, 화약류관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소 음 진 동, 대 기환 경, 화약류관리,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

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사. 광해방지사업

의 감리(토양오
염개량의 검증
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 양 환 경의 기술사 중 2인 이상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수 질 관 리, 토 양 환 경, 소 음 진 동, 대 기 관 리, 화공, 농화

학, 토목시공, 폐 기 물 처 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관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산림, 수 질 환 경, 토 양 환 경, 소 음 진 동, 대 기 환 경, 화공, 농화

학, 화약류관리, 폐 기물 처 리, 응용지질,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
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7인 이상

토양환경 , 
수질관리 , 
수질환경 , 
폐 기 물 처
리, 소음·진
동, 대기관
리, 대기환
경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 

중급기술자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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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6))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1. 공통기준
  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나. 다음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각 분야에서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
    2)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공통되거나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
  다. 제2조의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중 해당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동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성능ㆍ정도검사 및 검정검사를 위하여 사용(위탁관리를 포함한다)하는 측정기기(이하 “기준
장비”라 한다) 및 제9조의 교정용품에 대하여는 다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성능ㆍ정도검사 
및 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만 소유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도검사의 검사기관
  가. 자동차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2)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나. 대기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기술직 5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
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
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3) 대기연속자동(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오존 및 먼지) 측정기

기술직 5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4) 굴뚝시료 채취장치 기술직 5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다. 수질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4) 총 질소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5) 총 인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8) 부유물질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라. 소음·진동 분야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
을 별도로 명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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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기술능력
1) 소음계 기술직 2명
2) 진동레벨계 기술직 2명

  마. 토양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저장시설 누출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바. 먹는물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1)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2) 잔류염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사.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1)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
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기술직 4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2)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
(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3. 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교정용품 기술능력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기술직 4(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나. 측정기기 교정액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표

준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 가능)

● 비고
  1.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분야별 기술인력을 다른 

지정 분야의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중 기술직과 기능직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가. 기술직 
     1)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2)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 및 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자

     3)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기능직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2호에서 "관련 분야"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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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별표5))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
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
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
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
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
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생물분류(동물)
, 

자연생태복원, 
학력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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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 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
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
획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
학, 도시계획학 
등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자연생태
환경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 환경 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
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
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
류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
(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
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
학, 생태학, 식
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
학, 환경학, 환
경공학 등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토지환경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토 양 환 경 종목만 해당

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농림토양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종
목만 해당한다)

도시계획학, 토
목공학, 지질
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
학 등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생활환경
·기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
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
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
(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
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
지·기상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3) 산업기사 : 환경분야, 조경분야

환경학, 환경공
학, 화학, 화학
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
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
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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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
인원 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책임조
사원급

2명
이상

육상
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 연환 경 관리 종목만 해당한
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생물학, 생
태학, 식물학, 산
림학, 조경학, 환
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
동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 연환 경 관리 종목만 해당한
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 분 류(동 물), 자연 생 태복 원  
종목만 해당한다]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
학 등

육수
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 연 환 경 관 리  종목만 해당
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 연 생 태 복 원, 생 물 분 류 종목
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조
사원급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생 물 분 류, 자 연 생 태 복 원 종목
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
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자 연 생 태 복 원 종목만 해
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
당한다),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
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
학 등

2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 비고
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

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3. 기 술 인 력  및  필 요 인 원 은  분 야 별  해 당  기 술 자 격  인 정 분야  또 는  학 력 ·경 력  관 련  전 공  중  어 느  
하 나 를  충 족 해 야  한 다 .

4.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
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나.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
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
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
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
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1)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4)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5.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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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5))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가. 수 질 환 경 산 업 기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 경 기 능 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또는 기

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가. 수 질 환 경 기 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 질 관 리 기 술 사 또는 상 하 수 도 기 술 사  1명 이상
나. 수 질 환 경산 업 기 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 양환 경 기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ㆍ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질환경, 
수질관리, 
토양환경, 
환경기능

사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의 

기술인력은 
환경공학박사 
(수질 분야 

한정)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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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별표6))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ㆍ수 질 관 리ㆍ토 양 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

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
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ㆍ토목ㆍ지하수ㆍ수 질환 경ㆍ폐 기물 처리ㆍ토 양 환경 기사, 
토목ㆍ지하수ㆍ수 질환 경ㆍ폐기 물처 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수질관리,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건설기술 진흥
법」 또는 「엔지
니어링산업 진
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
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별표4))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

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
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 질 환 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
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질환경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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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별표7))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가. 수 질 환 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 질 관

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 질 환 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

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

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
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질관리, 
수질환경

환경공학박사 
또는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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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별표5))

○측정대행업(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가. 수 질 환 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

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
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질환경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1. 대기분야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수질 분야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 물질시험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 9. 29.>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3. 소음·진동 분야
-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대기관리
환경측정, 
대기환경, 
수질환경

학력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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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공기질 분야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5. 악취 분야 기술능력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 관 리기술사 또는 대 기 환 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

련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 9. 29.>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 경 측 정 분 석 사·대 기 환 경기사·수 질 환 경기사·대 기 환 경산업기사 또는 수 질 환 경 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
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
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삭제 <2020. 9. 29.>
7.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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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관리대행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의2))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 기 환 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 기 환 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 기 분 야 환경측정분석사
  2) 수 질 환 경, 대 기환 경, 폐 기 물 처 리, 소 음 ㆍ진 동, 기계가공조립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2)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고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또는 같은 목 3)의 
유속ㆍ유량 및 온도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
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
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및 같은 목 3)의 유속ㆍ유량 
및 온도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
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 제1호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
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
야 한다.

3.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4.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기
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
다.

6. 위 표 제2호나목4) 및 다목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대기환경, 
환경측정(대

기),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경력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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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불처리업자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별표7))

법령 내용 관련 분야 대체 가능여부
1. 폐기물수집·운반업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기술인력기준 없음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기술인력기준 없음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 기물 처리산업기사·대기 환 경산업기사·수 질환 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기술인력기준 없음
 2. 폐기물 중간처분업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 또는 대 기 환 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 폐 기물 처 리산업기사·대 기환 경산업기사·수 질환 경산업기사·소 음 진동산업기사 또는 환 경기능

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 폐기 물 처 리산업기사·대 기 환 경산업기사·수질 환 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 폐 기 물 처 리기사·대 기 환 경기사·수 질 환 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 또는 수 질 환 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수 질 환 경 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폐 기 물 처 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 폐 기 물 처 리기사·대 기 환 경기사·수 질 환 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 폐기 물 처 리산업기사·대 기 환 경산업기사·수질 환 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폐 기물 처리산업기사·대 기 환경산업기사·수 질 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 기

능 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 기물 처 리산
업기사 또는 대 기 환 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
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
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
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격 취득 이외 
대체 가능 사항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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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 기물 처 리산업기사·대 기환 경산업기사·수 질환 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 경기 능
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폐 기 물 처 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  비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

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
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
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
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
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
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
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
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
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
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
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ㆍ운
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
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
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
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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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FGI 질문지

1 사전 질문

Q1.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업종) 및 담당 업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자기
소개?

Q2. 환경 분야 자격 중 주로 응답이 가능한 분야는? (예: 환경분야 자격 전반,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등)

2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Q3. 환경분야 자격은 직무능력 향상, 채용, 기업내 인사관리 등에 적절하게 활용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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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환경분야 자격 중 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격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Q5. 환경분야 자격의 운영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편 요구

Q6. 환경분야 자격은 현재 대표적으로 국가기술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등으로 구
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종목의 개편, 통합, 분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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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환경분야 자격종목별 시험과목을 살펴보시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업데이트
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8.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종목 신설이 필요한 
분야(종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종예시: 상‧하수도 관망관리 관련 직종, 상‧하수도 자산관리 관련 직종, 대기오염 관리  
관련 직종, 기후변화 예측‧대응 관련 직종, 자원순환관리 관련 직종, 미래차 폐배터리 선별‧
활용 관련 직종, 미래차 충전 인프라 운영관리 관련 직종, 소음진동 모델링 관련 직종, 환경 
보건관리 관련 직종, AI‧빅데이터 기반 환경시설 운영관리 관련 직종, 탄소종립 관련 직종, 
ESG 경영 지원 관련 직종 등

Q9. 국외에서 운영 중인 환경분야 자격 중 벤치마킹 가능한 자격이 있다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0. 환경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환경 ISC가 주도적으로 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기타 건의사항

Q11. 이외에 환경분야 자격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