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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 강화계획"을 받은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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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 과 학 성 

 

"환경 모니터링 강화계획"을 받아 환경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강화한다.  
 

 

1. 육상 모니터링 

(1) 측정지점 추가 

① 계획적 피난구역의 연속 측정지점을 15 에서 71 군데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주 

 1 회 공간선량률을 측정. 

 
② 계획적 피난구역 이외의 공간선량률이 비교적 높은 구역 및 20km~30km 권내 관

계 시정촌의 연속 측정지점을 32 에서 54 군데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주 1 회 공간선

량률을 측정. 또한, 향후 측정결과 및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연속 측정지점을 적절히

 추가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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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km 권내 연속 측정지점을 50 군데로 하고 원칙적으로 주 1 회 공간선량률 측정. 

 

④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이동식 모니터링 포스트를 20 대 설치. 

 
(2) 측정지점의 적정화 

측정치가 시간당 1 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다른 측정지점과 근접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접해 있는 포인트에 집약화하고 대표지점의 공간선량률을 측정. 

 

(3) 기타 

방사성 스트론튬은 지금까지의 토양 분석 결과에서 세슘에 비해 존재비가 1000 분

의 1 정도로 낮으며 육상에서는 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발전소

에서 각 방향(10 군데 정도)에서 채취한 토양중의 방사성 스트론튬과 방사성 세슘의

 분석을 진행하여 그 분포 경향을 파악. 

 
2. 항공기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강화계획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성과의 연계하에 항공기 서베이를 

실시하여 4 월 6 일부터 4 월 29 일의 측정결과를 공표. 

앞으로도 광역적인 선량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항공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며, 모니터링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보안

원, 농림수산성 등)과 조정하여 결정. 



 

3. 해역 모니터링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앞바다(발전소에서 약 300km)까지 

해역 모니터링 범위를 광역화. 또한 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곳의 해수 및 해저토

의 방사성 세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 스트론튬(총 5 군데 정도)을 분석하여

 해역에서의 분포 경향을 파악. 

 

4. 방사선량 등 분포 맵 

(1) 선량 측정 맵, 적산선량 추정 맵 작성에 있어서 1. (1)에서 확충된 측정지점도 추 

가해서 작성. 또한 측정일까지의 적산선량 맵도 작성. 

 

(2) 토양 표층부 시료를 1. (1)의 지점을 넣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광역에서 채취하여

토양 표층부의 방사성 물질 분포도를 작성. 토양 채취 및 분석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성, (독)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대학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분포도 작성 일정에 대해서는 방사성 요오드가 감소하여 측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잠

정판의 분포도를 올해 8 월초를 목표로 작성함과 동시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 종료 

후의 최종판 분포도는 방출 종료 후에 작성. 

 
 

이 상 



모니터링을 강화했다지역（20km떨어진）연속측정장소 （별지）

방위 거리

（１）계획적 피난구역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노쿠라 북서 27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바바 북서 21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무카이데야마 서북서 34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대 홍 서북서 40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서북서 40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북서 37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서북서 34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북서 33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쓰시마 나카오키 서북서 30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데시치로 북서 31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쓰시마 오다카기 서북서 30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이시코야 북서 31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구누기다이라 북서 24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아코기 북서 31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아코기 북서 28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아코기 북서 28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아코기 북서 26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히루소네 북서 22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미나미쓰시마 북서 25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미나미쓰시마 북서 23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시모쓰시마 북서 27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시모쓰시마 북서 29km

후타바군 나미에마치하쓰케 서북서 33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야기사와 북서 3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구사노 다이시도 북서 39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니마이바시 북서 44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이타미자와 북서 39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이타미자와 북서 39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구사노 북서 39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후카야 북서 41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후카야 북서 41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후카야 북서 41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맷돌바위 북서 42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니마이바시 북서 44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마에타 북서 45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사스 북서 4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사스 북서 4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사스 북서 43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마에타 북서 43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구사노 북서 40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오쿠라 북서 40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오쿠라 북서 40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구사노 북서 38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야기사와 북서 3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세키사와 북서 38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세키사와 북서 3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고미야 북서 33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고미야 북서 35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고미야 북서 36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고미야 북서 32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와라비다이라 북서 29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 북서 31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 북서 33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히소 북서 34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히소 북서 38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이토이 북서 40km

측정장소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의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이토이 북서 38km

소우마군 이이타테무라 이토이 북서 37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미노가와 서북서 32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오아자 오치아이 아자 오치아이 북서 25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서북서 32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서북서 30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서북서 28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노가와 서북서 28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노가와 서북서 29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서북서 27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북서 23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가쓰라오 북서 21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오치아이 서북서 21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오치아이 서북서 24km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오치아이 서북서 21km

（２）기타 지역

다테시 료젠마치 이시다 히코헤이 북서 46km

다테시 료젠마치 이시다 호지자와 북서 48km

다테시 료젠마치 오이시 아자 미노와 북서 55km

다테시 쓰키다테 마치 북서 50km

다테시 료젠마치시모구니 북서 55km

다테시 료젠마치가미오구니 북서 55km

다테시 료젠마치가미오구니 북서 55km

후쿠시마시 스기쓰마초 북서 62km

후쿠시마시 오나미 다키노이리 북서 56km

후쿠시마시 아라이 하라주쿠 서북서 66km

후쿠시마시 히카리가오카 서북서 55km

후쿠시마시 기타야노메 북서 66km

후쿠시마시 이리에초 북서 62km

후쿠시마시 가스가초 북서 63km

후쿠시마시신하마초 북서 63km

후쿠시마시스기쓰마초 북서 62km

후쿠시마시하마다초 북서 61km

후쿠시마시고시하마초 북서 61km

후쿠시마시와타리 북서 61km

후쿠시마시오구라지 북서 59km

니혼마쓰시 하리미치 나카지마 서북서 44km

니혼마쓰시 오타 아자 시모다 서북서 43km

니혼마쓰시  다자와 하기다이라 서북서 37km

니혼마쓰시 다자와 서북서 36km

니혼마쓰시 시모카와사키 서북서 50km

모토미야시 와다 서북서 52km

고오리야마시 오쓰키마치 조우에몬바야시１ 서쪽 63km

고오리야마시 도요타마치 서쪽 60ｋｍ

고오리야마시하야마 남서 59km

고오리야마시 가이세 남서 59km

다무라시 미야코지도시 옛날길  데라노마에２６ 서쪽 21km

다무라시 미야코지마치 후루미치 아자 데라노１４ 서쪽 25km

이와키시 오히사마치 오히사 야노메자와 남남서 28km

이와키시 오가와마치 카미오가와 남서 26km

이와키시 가와마에마치 오지로이 아자 쇼칸고야 남서 30km

후타바군 나라하마치 야마다오카　우쓰쿠시모리 남쪽 20km

후타바군 히로노마치 시모키타바 나와시로가에 남쪽 23km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하야와타１１−２４ 서남서 22km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하나노우치６ 서남서 29km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시모카와우치 미야와타리２９ 서남서 22km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니시마치 북쪽 32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미초 북쪽 24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다카 마메가라우치 북쪽 20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오하라 다이하타２８ 북북서 30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다카노쿠라 북북서 25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바바 북북서 22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가네자와 북쪽 20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다카미초 북쪽 24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다카 북북서 21km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오하라 북북서 29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오아자 쓰루사와 아자 가와바타 북서 47km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쓰루사와 북서 48km

다테군 가와마타초 고쓰나기 북서 42km

다테군 가와마타초 고쓰나기 북서 42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