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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
개최
2018년 10월 24일 (수) l 유승훈 기자 l 9125i14@naver.com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4일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질과 유량을 관리하는 4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농어촌공사)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수질동향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 결과’와 ‘새만금호 수질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

행했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유관기관 역할 증대

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유택수 원장은 “협의회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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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보공유 통해 성공사업 되도록 최선"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4일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

해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수질과 유량을 관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수질동향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

업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새만금 수질모니터링협의회
보건환경연구원-농어촌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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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는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 결과와 새만금호 수질현황에 대한 발표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정보를 공유해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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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硏,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 개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24일(수) 개최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새만금

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24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는 수질과 유량을 관리하는 4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

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수질동향과 분석결과

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 결과와 『새만금호 수질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유관 기

관 역할 증대에 관하여 중점 논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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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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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硏,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 개최

2018년 10월 24일 (수) 15:18:43 엄범희 기자 bhaum2730@naver.com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새만금유

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24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는 수질과 유량을 관리하는 4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지

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수질동향과 분석결과를 공

유하고 기관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 결과와 '새만금호 수질현황'에 대한 발표

를 진행했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유관기관 역

할 증대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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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硏, 새만금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 개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 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사진제공=전북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유역 하천과 새만금 호의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새만

금 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유역 수질모니터링 협의회는 수질과 유량을 관리하는 4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

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수질동향과 분석결과

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 결과와 새만금 호 수질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유관기관 역할

증대에 관하여 중점 논의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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