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권  승인 2021.01.10 16:36

HOME 정치 정치(d)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사진=전북도청제공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

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

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

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

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

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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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

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

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

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 운행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으

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며“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

가 절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

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

다./고병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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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
입

편집부 (기사입력: 2021/01/08 16:25) 

-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운행…오염현황 지도로 표현해 한눈에 확인

-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 및 도로재비산먼지 분석에 활용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

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

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

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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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

를 측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 운행을 객

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으로 대기 오염물

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

겠다” 고 말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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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준 기자  승인 2021.01.08 15:57

HOME 전국뉴스 전주/전북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
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

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다.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자료제공=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 질 정밀측정차량 운행…오염현황 지도로 표현해 한눈에 확인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 및 도로재비산먼지 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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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 기자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 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

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

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

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

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

로 청소용 살수 차량 운행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

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 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 질 정밀측정차량으

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 감을 위해서는 도와 시 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절

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로부

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 하겠다” 고 말했

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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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국네트워크 호남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정동호 기자  승인 2021.01.09 12:39

1월 시범운영,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 활용

[전북=환경일보] 정동호 기자=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

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

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

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

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동호 기자 genisys77@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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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전북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전경./© 뉴스1

전북도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 차량

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

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
간 측정

대기질 정밀측정 차량 운행…오염현황 지도로 표현, 한눈에 확인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 및 도로 재비산먼지 분석에 활용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1-01-08 1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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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 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

는 300여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실시

간으로 측정·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공기 포집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

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지역에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투입,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 차량

으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절

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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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전북

전북보건환경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등록 2021-01-08 11:15:46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

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유

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

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

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해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운행…오염현황 지도로 표현 

불법 배출 사업장 추적 및 도로재비산먼지 분석에 활용 

[전주=뉴시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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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 운행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으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

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

전한 전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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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첨단장비로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한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2021.01.10 02:27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전라북도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

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

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검출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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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뉴스 > 지방자치 > 전라북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
정

2021년 01월 08일 (금) 11:11:13 유재성 기자 kns11@jbkns.com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

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

단지와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의 휘

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분석 결과

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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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량 검출할 수 있어 불

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측

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 운행을 객관화된 데

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으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 일간전북(http://www.jbkn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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