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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全北저널|박광희 기자|sv5@daum.net】≪전북≫〓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

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

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

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

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

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총 38

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

송되어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도

민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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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대기오염측정기./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

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

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

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

가 신규로 설치되어 총 3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되어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과 ‘에어코리아’ 등

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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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전북취재본부�김은태�기자��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유택수�은�11일부터�도내�14개�시‧군에서
운영하는�대기오염측정소의�운영‧관리에�대한�점검에�나섰다�

대기오염측정소는�측정의�정확성과�통일성을�위해�환경부�장관이�승인한�측정기기를�사용하고�있으며��정확한�대기

오염물질�측정을�통해�미세먼지�등�고농도�오염물질�발생�시�신속히�대응하도록�측정기기의�주기적인�점검이�요구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이번��대기오염측정망�운영실태�점검�을�통해�시‧군�담당자들에게�측정소�운영에�필요한�확인�사

항과�측정기기의�유지‧관리�요령�등�기술을�지원하고�보다�철저한�측정소�운영을�위해�보완해야�할�부분을�집중적으

로�점검할�예정이다�

유택수�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미세먼지와�오존�고농도�발생시�도민들의�피해�최소화를�위해�시‧군�권역별로

예‧경보제와�함께�문자전송�서비스를�운영중이고�정확한�대기질�측정은�도민건강과�직결되는�만큼�앞으로도�대기오

염측정망�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현재�도내에는�30곳의�대기오염�측정망이�운영�중이며�올�연말까지�8곳이�신규로�설치돼�총�38곳이�운영될�예

정이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실시간�측정된�미세먼지와�오존�등의�데이터는�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전송돼��전라북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과��에어코리아��등을�통해�도민에게�제공된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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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김영미 기자  승인 2020.08.11 13:52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 서울뉴스통신 】 김영미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총 3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되어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과 ‘에어코리아’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김영미 기자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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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2020년 08월 11일 (화) 10:34:55 엄범희 기자  bhaum2730@naver.com

-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투데이안]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
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

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

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
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
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

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
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
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가 신규로 설

치돼 총 3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으로 전송돼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과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엄범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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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

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

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

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

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

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가 신규로 설치

되어 총 3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으로 전송되어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과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조성 기여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등록 2020.08.11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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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기오

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

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

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

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
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

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0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8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총 3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데이터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되어 ‘전라북

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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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
14개 시군 30개 대기오염측정소, 현장점검과 기술지원

송재춘 기자 | 승인 2020.08.12 18:30

(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측

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정기

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송재춘 기자   newsaj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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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승인 2020.08.11 11:56

   

▲ 전라북도청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기오염물

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에게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측

정기기의 유지·관리 요령 등 기술을 지원하고 보다 철저한 측정소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발생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권역별로 예·경보

제와 함께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은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avascript:window.print();
javascript:window.print();
http://www.jungbunews.com/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8&view_type=sm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63&view_type=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