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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복숭아,블루베리... 시민 단체 조사 세슘 검색 속출 

후쿠이현 스루가시 공간 방사선량 (2.5888 uSv/h) (4444)

후쿠시마 아이들이 빈 페트병을 모으는 이유 (5555)

[정시 강하물 모니터링] 도쿄에서만 세슘 검출 (2222)

65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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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  

사진  

영상   

이슈 또는 음모   

패션 또는 디자인  

일본 원전, 지진   

   

전체보기전체보기전체보기전체보기  

 큐슈와 홋카이도도 심... 

 [정시 강하물 모니터링... 

 일본인의 '체념 모드' 

 후쿠시마 아이들이 빈 ... 

 후쿠시마 여학생, "선... 

 런던에서 아시아인이... 

 AKB48의 신작 CM 촬... 

 HAARP, 드디어 다시 ... 

 이즈반도 체적 변화 

 도쿄도 마치다시, 퇴비... 

새 그룹새 그룹새 그룹새 그룹    

 

【잔해처리시설 MAP + 규슈 + 홋카이도! 】갱신중. 잔해 수용 표명 자치단체를 MAP 화했습니다. 큐슈 이외 

홋카이도도 올려 보았습니다. * 흑점있는 마크가 검토중인 시설로 생각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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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증권증권

종목명 or 코드

코스피 -1.65%1,776.50

코스닥 -1.02%448.94

-4.62%10,719.94

와이지-원, 2분기 실적 호조에. .

코스피코스피코스피코스피 1,776.501,776.501,776.501,776.50
29.74 -1.65%

코스닥코스닥코스닥코스닥 448.94448.94448.94448.94
4.61 -1.02%

선물선물선물선물 228.50228.50228.50228.50
3.00 -1.30%

 

 

 

특히, 한국과 가까운 큐슈에 집중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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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리츠이코리아리츠이코리아리츠이코리아리츠 8,510

코리아코리아코리아코리아07070707호호호호 1,035

한텍한텍한텍한텍 4,025

일성건설일성건설일성건설일성건설2222우우우우BBBB 165,000

다윈텍다윈텍다윈텍다윈텍 2,150

오늘의상한가오늘의상한가오늘의상한가오늘의상한가

1 / 3

에듀언스에듀언스에듀언스에듀언스 1,020

성지건설성지건설성지건설성지건설 68,600

큐렉소큐렉소큐렉소큐렉소 6,070

에스티오에스티오에스티오에스티오 2,780

디아이디디아이디디아이디디아이디 4,065

오늘의하한가오늘의하한가오늘의하한가오늘의하한가

블로그 이웃 106 명 

포스트 스크랩 0 회

사용중인 아이템 보기

 
 

이게 쓰레기 처리시설임.

 

빨강: 지자체 쓰레기 소각시설

노랑: 매립 처분장

하늘색: 중간 처리 및 재활용 처리시설

보라색: 소각재 인수 

activityactivityactivityactivity

1550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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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덧글 덧글 덧글 10101010개개개개   엮인글엮인글엮인글엮인글    쓰기쓰기쓰기쓰기 

녹색: 잔해 보관소

이곳으로 후쿠오카 방사능 오염 쓰레기들이 몰려오는 것임.

이미 기존에 기타큐슈 근방에서 이 오염된 쓰레기가 실종되는 사건이 한번 있었음.

 

 

http://techpr.cocolog-nifty.com/nakamura/2011/08/musihokori-map-.html

 

 

 

 

 

 

큐슈, 홋카이도

 

이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이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이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이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구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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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ommentrecent commentrecent commentrecent comment ^̂̂̂neighborneighborneighborneighbor ^̂̂̂

허리정허리정허리정허리정    정률정률정률정률  

어처구니가.. 아니 윗동네가 오염 됐으면 아랫동네라도 놔두야지 

일본정부기관에 우리 한국에서 보낸 스파이가 ㅋㅋ 

 

미지나미지나미지나미지나  

이상한 국민성이더군요. 

 

다같이 죽자는 국민성.... 

그래야 위안을 받는거 같기도 하고.....저 깊은 내면속에서... 

 

옥쇄작전이 그냥 나온게 아닌듯.... 

 

fm288ifm288ifm288ifm288i  

나라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나? 

가만히 망할 날만 기다리는 것인지...참 알수가 없네요...쩝 

 

미지나미지나미지나미지나  

이상한 국민성......  

냥이냥이냥이냥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수용중인 건가요? 걱정되네요... 청정구역은 있어야 자기들도 버티기 좋을텐

데, 이상하네요. 

 

미지나미지나미지나미지나  

수용은 당연히 하는거구요. 

 

다만, 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는 자기내 구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8월 11일에 새로운 법이 통과돼요.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처리해도 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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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포스트 보기 ▲ 이전글 - 도쿄도 마치다시, 퇴비에서 기준치 이상 세슘 검출 

▼ 다음글 - 돼지,복숭아,블루베리... 시민 단체 조사 세슘 검색 속출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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