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잔류량

도로 주운 철도 파이프라인 기타

방출량 잔류량

주운 사고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방출량 및 잔류량은 1998년 200m3



사고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

RMD 운하에서의 사고 사례

2006. 3. 7
Eckersmühlen갑문 :
빙괴에 의해 선박 파손

2004. 2. 262004. 2. 26
Leerstetten 갑문 :
객실 유리 파손으로

선박 침수



호수의 환경기준(2등급)과 현재수질 비교, 구미



호수의 환경기준(2등급)과 현재수질 비교, 하구언



대통령후보가 경부운하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대통령 후보가 경부운하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한 한 일인가? 

. 국토는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공약사업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표 : 50 % 미만

. 대통령은 법 절차를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

* 마치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낼 듯이 말하는 것은* 마치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낼 듯이 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의 재판
새만금사업 국민적 반대 82% 지지 18% 

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으 주민들의 열렬한 성화에 떠밀려 추진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성화에 떠밀려 추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제시한 새만금사업 구상



미리 가보는 새만금 간척지의 모습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지로



대법원 승소후 토지이용 대안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를 빼면) 방조제를 막지 않고도 가능하다



습지갯벌 매립에 대한 국민의식습지갯벌 매립에 대한 국민의식



경부운하계획이 실제로 노리는 것경부운하계획이 실제로 노리는 것

해당지역주민들: 땅값 상승 기대감으로 열렬히 환영

⇒ 대통령 당선 유력대통령 당선 유력
⇒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땅투기 조장

우리나라 전체 땅의 공시지가 : 
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여파로 2천조 원 돌파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여파로 2천조 원 돌파
캐나다 5개, 프랑스의 8 개, 미국 절반 살 수 있다. 

한반도운하 : 땅값 올리는데 수소폭탄급 효과

⇒ 국운쇠퇴의 길국운쇠퇴의 길



홍보물에 나타난 가슴 뛰게 하는 경부운하



홍보물에 나타난 가슴 뛰게 하는 경부운하



상주시에 나붙은
환영 플래카드

경상도에서 벌어지는
경부운하 추진경부운하 추진

서명운동



실제 주운도시의 모습: 세인트 루이스



일본의 실패 사례일본의 실패 사례

일본의 “열도개조론”일본의 “열도개조론”

열도에 개발 열풍

결과

일본 땅값 : 세계 1위 (지구 여러 개 값)

정부재정적자: 세계 1위

버블 파열 후 일본은 10년 이상 장기 불황을 겪었고

정부재정적자  세계 1위

그 여파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당시의 지가 추이



결론결론

경부운하사업 제안은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국민을 땅 투기 내 는 부 덕한 사업 제안이다국민을 땅 투기로 내모는 부도덕한 사업 제안이다.

국토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가져오는 사업이다. 

* 이명박씨의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이명박씨의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전혀 타당성 없다 !!!”“전혀 타당성 없다 !!!”
보고서 발간 중단 모든 연구자료 대외비보고서 발간 중단, 모든 연구자료 대외비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낙동강낙동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