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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 정책진화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8년 04월 26일 (목) l 유승훈 기자 l 9125i14@naver.com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한 ‘제7회 환

경전문가 워크숍’을 26일부터 이틀간 남원예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 및 전북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 환경전문가 130여명이 참여

했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기준에 적합한 정도관리 방향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특강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조사 발표, 시군 공무원과 환경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 및 업체를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유택수 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전북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어디나 아름답고 누구나 누리는 청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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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선상 지표에서 미세먼지 측정해야 한다”…송미정 전
북대 교수 지적
전북도, 환경 정책논의 위해 전문가 한자리

2018년 04월 26일 (목) 17:52:40 김도우 964425@naver.com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 적합성을 위한 ‘환경전문가 워

크숍’을 26일부터 이틀간 남원예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 및 전북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 환경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

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정도관리 방향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소음 진동 및 악취 시료채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추진한 연구·조사도 발표했다.

송미정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인간의 교통수단, 산업활동 등에서 생성되는 1차 미세먼지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1차 미세먼지가 대기중에서 화학작용을 거쳐 만들어 지는 2

차 미세먼지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항공 선상 지표에서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돈 환경연구사는 악취와 관련해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하고 정확

한 시료채취가 중요하다”며 “악취시료채취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

했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

구하겠다”며 “전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어디나 아름답고 누구나 누리는 청정한 환경을 위해 모

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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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지역 전국

환경 정책진화 위해 전문가 한자리

▲ 전라북도

[굿뉴스365]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한 '제7회 환경전문가 워크숍'을 26부터 이틀간 남원예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 및 전북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 환경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했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정도관리 방향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특강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조사 발표, 소음·진동 및 악취 시료채취방법 등 시·군 공무

원과 환경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 및 업체를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전북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어디나 아름답고 누

제7회 환경전문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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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자

구나 누리는 청정한 환경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도정 정책 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뉴스36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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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 정책진화 위해 전문가 한자리

2018년 04월 26일 (목) 10:49:10 엄범희 기자 bhaum2730@naver.com

- 제7회 환경전문가 워크숍 개최

- 환경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및 관련공무원 130명 참석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한 '제7

회 환경전문가 워크숍'을 26일부터 이틀간 남원예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 및 전북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 환경전문가 약 130여명

이 참석했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정도관리 방향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

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특강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추진한 연구·조사 발표, 소음․진동 및 악취 시료채취방법 등 시․군 공무원과 환경 실험실을 운

영하는 기관 및 업체를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창의

투데이안 http://www.todayan.com/news/articlePrint.html?idxno=18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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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을 발휘해 전북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어디나 아름답고 누구나 누리는 청정한 환경

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도정 정책 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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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종합 사회 전북

전북보건환경硏, 제7회 환경전문가 워크숍 실시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특강

강채은 | 승인 2018.04.26 16:15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오는 27일까지 남원예

촌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한 ‘제7회 환경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한

다.

26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 및 도·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 환경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정도관리 방

향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을 펼친다.

또한, 도 미세먼지 생성 기원 등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특강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

한 연구·조사 발표, 소음·진동 및 악취 시료채취방법 등 시·군 공무원과 환경 실험실을 운영하

는 기관 및 업체를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창의적 역

량을 발휘하여 전북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어디나 아름답고 누구나 누리는 청정한 환경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도정 정책 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

다.

강채은   dynewsk@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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