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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게시판 
이곳은 유저들이 직접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 입니다. - 한페이지 정보글 최대 3개까지!! 

단순 비방 금지 & 출처 불분명 금지 & 내용 불확실 글 금지 & 타 정보 게시판 중복 금지 

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 무통보 삭제 / 타인, 단체에 대한 비하성 단어, 이야기 금지 

 

종합 정보 게시판 | 잡담 게시판 | 사회/문화 토론 | 정치/경제 토론  

야구 게시판 | 연예 게시판 | 애플 게시판 | 영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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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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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95184) [사회] 日"규슈, 훗카이도 전역 심각한 방사능 오염 발생 가능성 우려"

이 지도는 ( "오염가능성 있는 물체"의) "소각 처분에 손을 들어 줬다 자치 단체 등"( "AERA"* 2011.8.8 호, pp.12 - 13)에 게재되어있는 규슈와 홋

카이도 단체 분에서 관할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사 올리고 Google지도에 배치하고있는 것 같다. 

이것은 규슈지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있다 . 

 

이 중 "키타큐슈 시청 환경국皇后崎환경 센터皇后崎공장 "나의 가정에서 몇 km 거리에 있고, 그런것을 따지기보단 . 큐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기위한 영구 법을 검토하는등 "과 "공포"는 이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 것인지 모르

는 가정 에서 환경부의 특별 조치법 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2011 년 8 월 11 일 (목), 그 집행 예산의 근거가되는 "잔해 처리 법안"이 하원

을 통과 예정 이다. 

 

 

"빨강"지자체의 쓰레기 소각 시설  

"황"매립 처분장  

"하늘색"중간 처리 및 재활용 처리 시설   

"보라색"소각재  

"녹색"잔해 보관소 

본 게시물을 추천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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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사각턱 바노바기성형외과

광대뼈사각턱정밀진단, 안전마취, 자연스런 V라인, 리얼후기. 전
문의시술.

faceBANOBAGI.co.kr

 
광대뼈교정 그랜드안면윤곽센터

광대뼈교정, 볼처짐없는 3D광대뼈회전술, 3D CT분석, 리얼후기, 
자신감 찾기.

www.GrandSurgery.com

원이 아아.......홋카이도..그래도 혹시 안전한가 해서 함 가볼라고 했는데..망했네....T_T
2011-08-10 

신고 삭제

황정연 100년간은 일본가지마세여 
2011-08-10 

신고 삭제

쫌비짱 올레~
2011-08-10 

신고 삭제

갈치대왕님 100년 뒤면 제 몸은 가루나 남아 있을까 -ㅇ-;
2011-08-10 

신고 삭제

박정아서인영 규슈면 부산도 영향권이 될 수도 있을텐데...
2011-08-10 

신고 삭제

Tiffany Hwang 침착하게 오염
2011-08-10 

신고 삭제

Mypi l Family Site l 랭킹 l 중고장터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IP체크   ID저장   보안접속    

공지사항

[공지]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공지] 10대 청소년 설문조사 

서비스  : 루리웹 브랜드팟

피규어 프라모델 만화 고전기종 

뉴스홈 PS3 PSP XBOX360 Wii 3DS PC/ON 모바일 아이폰 A/V 취미 커뮤니티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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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아..훗카이도는 앙대~~
2011-08-10 

신고 삭제

불끄러왔다 얏호~ 
2011-08-10 

신고 삭제

bada1 난 제목만 보고 "김속보" 일거라 확실 할 수 있었지...
2011-08-10 

신고 삭제

bada1 난 제목만 보고 "김속보" 일거라 확실 할 수 있었지...
2011-08-10 

신고 삭제

비방 & 조롱 & 장난글 모두 강력 단속 합니다. 댓글 작성시 주의 해주세요. 

욕설, 악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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