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들 속이려는가!
핵심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그걸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고 지정한 것.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부위까지 제한한다. 모든 연령의 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는 일본이
좋은 사례다. 이처럼, 30개월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서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모
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한해서, 그것도 강제력이
없는 민간자율로, 더구나 일정기간만 수입을 제한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은 되어야 한다!
■ 30개월 이상 금지 ■ 30개월 이하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완전 제거
■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수입금지
■ 검역주권 회복(도축장과 검역과정 관리감독권 /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또 다시 드러난 새빨간 거짓말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 책임자 처벌하라
농림부가 지난 5월 보름 동안 현지 점검을 한 결과 "광우병 특정

가능한 소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치아를 보

위험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철저하게 구

고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분 도축되고 있어서 '교차 오염'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도리어 미

하지만, 이번 현지 점검 결과 인력 부족으로 그런 치아 감별로 연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한 현지 점검 결과를 은폐한

령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특별 점검

③ 일부 작업장을 제외한 미국의 도축장은 '티본(T-bone) 스테이

결과 보고'를 보면 미국의 도축장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크'의 포장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 또 기
타 쇠고기 제품도 미국에서 유통할 때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

① 일부 도축장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이 수

제품임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차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차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② 현재 미국은 유럽, 일본과 달리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추적이

결론은 하나다. 국민들 요구대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antimadcow.org / 이메일: antimadcow@hanmail.net / 전화: (02)2138-1119
후원계좌: [국민 002801-04-106383 정재원(국민대책회의)] [신한 110-242-895124 정재원] [우리 1002-337-009503 정재원]
[농협 100113-51-073737 정재원] [하나 193-910075-24207 정재원]

재협상 요구하면 자동차 내줘야 한다?

국민협박 당장 중단하라!
⋯ 쇠고기 재협상 포기해도, 미국은 재협상 요구한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의 빌미가 될 것이기에 ‘쇠고기 재협상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자동차 분야의 추가 이익이 없을 경우 한
미FTA를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이미 장악한 상황이다. 즉, 한국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재협상
은 진행된다.

재협상은 미국만의 권한이 절대 아니다
또한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
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재협상이 통상마찰을 불러온다는 것’이야말로 사실관
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재협상을 요구해 노동, 환경 등에서 새로운 내
용을 추가시켰다. 또한 미국은 페루와의 FTA에서는 페루가 국회비준까지 완료한 후에도 재
협상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한국은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괴담론을 되뇌일 것인가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
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떠한 악
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
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든지 40일이 넘었건만, 여전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
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6/21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21일 저녁 7시, 서울 및 전국 곳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