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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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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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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홍보로 인하여 금수강산이 썩어가고 있습니다.녹조로 인하여 11년째 발전이 중단된 도암땜인터넷을 클릭하면 아리랑의 고장 정선
군의 피해액은 1조3천억원전국적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국민누구에게 물어보세요.녹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물으면?녹조의원인은 비점오염원으로 어느 곳
에서나 발생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정부기관 어느 곳 에서도 책임 질수 없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 할수 있다고 교육하고 정부기관 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녹조가 발생한지30여년이 흘렸건만 녹조의 원인을 연구하는 박사님이나 이를 교육하는 교수님들은 30년 동안 이구동성 한목소리로 한결 같이 30년 
전 연구한 자료를 홍보하고 교육 할까요.이는 국민의 혈세로 연구비만 받아먹고 연구는 안하고 남의 것을 도용하였거나 30년간 녹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
하였으니 박사교수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흡혈귀가 아니면 사기꾼 그들의 장단에 춤추는 행정기관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인하여녹조를 영구 제거
할 대안이 있으나 어떻게 대안을 논하겠습니까.썩는 강물을 바라보는 국민들만 냉가슴 수백억 들여 아이들 소꿉장난 하듯 녹조로 썩은 강물을 조금 마 하게 가
두어 두고 약품을 처리 효과가 있는데 어쩌고 야단법석 전국의 강물을 약품으로 처리 하겠다는 것인지?녹조에 관심이 있다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마약과 같은 
화학비료가녹조의 주범이라는 것을 간단히 확인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30여년간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녹조로 썩어 들어간강자라나는 어린
이 에게 강물은 녹색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맑은 강물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박사가 되어 보세요.연구비 거금 5만원(자동차연료비)가 30년간의 녹조원인
을 규명하지못한 것을 3시간이면 화학비료가 녹조의 주범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유관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 소계 합니다.2018
동계올림픽 주 무대 였던 강원도평창군 대관령 면에 위치한 도암땜 상류의 주요작물은 고랭지 채소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화학비료대금을 보조하여 농민들
이 화학비료 구입대금은(20㎏)1포 당 가격이5천원이며 1천 평 경작 시 포기사이에 추비하면 화학비료 2포(40㎏)이면 가능하나 헛고랑 에 30포(600㎏)화학
비료를 들어붓고 있으며 비가조금만 내려(비닐멀칭으로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 공간이 적음)하천으로 유입되어 도암땜 에 (600㎏)의화학비료를 들어붓는 것
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녹조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하겠지요.한우와 더덕으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군은 군민보다 한우의 두수가 더 많은 곳이며 횡성댐 상류
에는 청일면 과 갑천면 2개면 있으며 주요작물은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벼농사와 인삼. 더덕. 도라지. 외 비닐하우스를주로 경작하며 화학비료20㎏1포 가격이
8천원이며 작물포기사이에 화학비료를 추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하천으로 유입이 적어강물이 맑고 깨끗하다고 소문이 나서 여름철이면 피서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본인이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며 (19-07-09 ~ 19-7-14까지 83명 청원동의) 본인의 무능함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인터넷에 친숙한 2,30대들의 
무관심으로 20만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들 합니다. 강물을 씻어먹는 불행한 일이 비단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국민청원에 동감 하시면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견과 방법을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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