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거리

이와키시 요쓰쿠라마치　시라이와 호키
타

38 남남서 34km 37.121783 140.951067

이와키시 오히사마치 오히사 야노메자와 44 남남서 28km 37.176731 140.954836

이와키시 히사노하마마치  히사노하마　
아자 기타아라마키

72 남쪽 31km 37.142478 140.996047

이와키시 우치고미야마마치 75 남남서 43km 37.052008 140.878072

이와키시 오가와마치 가미오가와 114 남서 26km 37.241944 140.845928

이와키시 미와마치 사이소 84 남서 39km 37.175842 140.721517

이와키시 가와마에마치 오지로이　아자  
쇼칸고야

106 서남서 32km 37.298833 140.708028

이와키시 가와마에마치 시모오케우리  
오기

115 남서 28km 37.274420 140.781580

이와키시 오가와마치 다카하기 174 남남서 36km 37.124419 140.858094

고오리야마시 오쓰키마치 조우에몬바야
시

86 서쪽 63km 37.399167 140.326389

고오리야마시 도요타마치 ko3 서쪽 59km 37.397505 140.363903

고오리야마시 쓰루미단 ko1 서 59km 37.391935 140.364445

고오리야마시 사이콘 ko2 서 60km 37.383457 140.362312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오아자 쓰루사와 
아자 가와바타

4 북서 47km 37.664289 140.595572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오누카리 36 서북서 38km 37.608500 140.665417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무카이데
야마

46 서북서 34km 37.585467 140.711517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쓰루사와 78 북서 48km 37.667008 140.585517

이와키시

고오리야
마시

주:본 자료는 일본어로 작성한 자료의 잠정적 번역임.

가와마타
마치

위도 경도지점의 대략적인 주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측정
포인트

행정구역

육상 측정포인트의 위도/경도 등 위치에 관한 정보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고쓰나기 우시로자
와

kw1* 북서 42km 37.643750 140.651167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고쓰나기 가미하가
네

kw2* 북서 42km 37.633000 140.640972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시모나가
하시

kw3* 서북서 40km 37.601444 140.636667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보요시 kw4* 서북서 37km 37.600139 140.676806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이쇼타쓰
야마

kw5* 서북서 34km 37.564500 140.691222

다테군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 히로쿠보
야마

kw6* 서북서 33km 37.584861 140.714083

다테시 료젠마치 이시다 히코헤이 3 북서 46km 37.764278 140.735472

다테시 료젠마치 이시다 호지자와 37 북서 48km 37.757364 140.689308

다테시 료젠마치 오이시 아자 미노와 101 북서 55km 37.801167 140.638250

다테시 쓰키다테마치 102 북서 51km 37.735556 140.609444

다테시 료젠마치 시모오구니 다카야시
키

d2 북서 55km 37.768250 140.580167

다테시 료젠마치 가미오구니 마쓰사카 d3 북서 55km 37.756139 140.569111

다테시 료젠마치 가미오구니 자바타케 d4 북서 55km 37.743500 140.562833

오노마치
다무라군 오노마치 오노니마치 다테마와
리

51 서남서 39km 37.286908 140.626244

다무라시 후네히키마치 후네히키 아자 
오자와카와시로

12 서쪽 39km 37.435647 140.592383

다무라시 도키와마치　니시무키 야카타 13 서쪽 37km 37.442922 140.618992

다무라시 도키와마치 도키와 우치마치 14 서쪽 34km 37.439875 140.645175

다무라시 도키와마치 야마네 가시마 15 서쪽 32km 37.451964 140.677903

다무라시 후네히키마치 니이타테시모 20 서쪽 41km 37.490067 140.581717

다무라시

다테시

가와마타
마치



다무라시 후네히키마치 가미우쓰시 아자 
우시로다

22 서북서 35km 37.514372 140.654675

다무라시 후네히키마치  미나미우쓰시 
스이추우치

23 서북서 37km 37.508415 140.629360

다무라시 미야코지마치 후루미치 41 서쪽 21km 37.434819 140.795117

다무라시 도키와마치 야마네 도미오카 42 서쪽 33km 37.462186 140.667572

다무라시 후네히키마치　후네히키 바바 
가와라

52 서쪽 41km 37.441372 140.569061

다무라시 미야코지마치 후루미치 아자 
데라노마에

105 서쪽 21km 37.434667 140.795222

다무라시 미야코지마치 후루미치 110 서쪽 25km 37.404307 140.754797

다무라시 미야코지마치 이와이자와 113 서쪽 25km 37.459460 140.752560

니혼마쓰시 하리미치 나카지마 10 서북서 44km 37.600800 140.585367

니혼마쓰시 오타 아자 시모다 11 서북서 43km 37.569872 140.577686

니혼마쓰시 다자와 하기다이라 35 서북서 37km 37.556194 140.647472

니혼마쓰시 가미카와사키 이토우치 ni1 서북서 51km 37.614758 140.510464

니혼마쓰시 다자와　시모마가리야마 ni2 서북서 36km 37.579750 140.675167

후쿠시마시 스기쓰마초 1 북서 62km 37.750490 140.466840

후쿠시마시 오나미 다키노이리 2 북서 56km 37.757517 140.554425

후쿠시마시 아라이 하라주쿠 85 서북서 66km 37.712500 140.383056

후쿠시마시 히카리가오카 88 서북서 58km 37.691428 140.471191

후쿠시마시 미나미야노메 미치시타 d1 북서 66km 37.791667 140.451306

후쿠시마시 고가네야마 d6 북서 62km 37.771020 140.479667

니혼마쓰
시

다무라시

후쿠시마
시



후쿠시마시 미야시타초 d8 북서 63km 37.762667 140.468500

후쿠시마시 산쿄우에 d7 북서 63km 37.769667 140.474861

후쿠시마시 신하마초 d9 북서 62km 37.757556 140.468500

후쿠시마시 가미하마 d10 북서 61km 37.755889 140.478250

후쿠시마시 히가시하마 d11 북서 61km 37.758250 140.485444

후쿠시마시 와타리 d12 북서 61km 37.746833 140.475444

후쿠시마시 난코다이 d13 북서 59km 37.728099 140.482188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미노가와 21 서북서 32km 37.511156 140.697913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오아자 오치아이 
아자 오치아이

104 서북서 25km 37.503417 140.764472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가자
코시

K1 서북서 32km 37.537361 140.701500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나가
다이라

K2 서북서 30km 37.530417 140.725722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히가
시다이라

K3 서북서 28km 37.523306 140.747889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노가와　나카노
치

K4 서북서 28km 37.505472 140.735444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노가와　유덴 K5 서북서 29km 37.509278 140.718056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히로
야지

K6 서북서 26km 37.537510 140.781720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가시
와바라

K7 북서 23km 37.525806 140.806528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가츠라오　노유
키

K8 북서 21km 37.517306 140.828806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오치아이　오자
사

K9 서북서 21km 37.507000 140.815417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오치아이　오자
사

K10 서북서 24km 37.511028 140.787250

후타바군 가츠라오무라 오치아이　오하
나치

K11 서북서 21km 37.481167 140.804222

가츠라오
무라

후쿠시마
시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시모카와우치 미
야와타리

43 서남서 22km 37.330753 140.814642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하
야와타

76 서남서 22km 37.337889 140.809489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하
나노우치

87 서남서 29km 37.361667 140.715000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111 서남서 28km 37.297694 140.759306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시모카와우치 177 남서 25km 37.263329 140.837173

후타바군 가와우치무라 가미카와우치 181 서남서 25km 37.375861 140.754280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쓰시마 나카오키 31 서북서 30km 37.560025 140.747136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데시치로 32 북서 31km 37.595000 140.754017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쓰시마 다이코기 34 서북서 30km 37.553833 140.736731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시모쓰시마 가야부
카

79 서북서 29km 37.559156 140.759347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이시코야 81 북서 30km 37.582278 140.759417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구누기다이
라

83 북서 24km 37.560550 140.823883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데시치로 n1 북서 31km 37.597278 140.753056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구쓰쿠보 n2 북서 28km 37.577083 140.779361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시라오이 n3 북서 28km 37.582750 140.793611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아코기 시오비테 n4 북서 26km 37.567417 140.800389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히루소네　구라베
시

n5 북서 22km 37.548333 140.842056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미나미쓰시마　시
모히야다

n6 북서 25km 37.551000 140.797778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미나미쓰시마　시
모히야다

n7 북서 23km 37.542944 140.815361

나미에마
치

가와우치
무라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시모쓰시마　고쓰
카

n8 북서 27km 37.555139 140.779194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시모쓰시마 아자  
가야부카

n9 서북서 29km 37.559278 140.759694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하쓰케　다테노사
와

n10 서북서 33km 37.560389 140.708083

후타바군 나미에마치  히루소네 n11 북서 20km 37.542083 140.860667

나라하마
치

후타바군 나라하마치 야마다오카　우쓰
쿠시모리

45 남쪽 20km 37.241536 141.005831

모토미야
시

모토미야시 와다 mo1 서북서 52km 37.532222 140.456111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니시마치 6 북쪽 32km 37.706044 140.964325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데라우치 모토야
시키

7 북북서 32km 37.700150 140.962647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미초 80 북쪽 25km 37.638739 140.986842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타카 마메가라
우치

103 북쪽 21km 37.604278 140.987917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바바 시모나카
노우치

107 북북서 23km 37.608722 140.926750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오하라 다이하
타

108 북북서 30km 37.662889 140.898556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오하라 ms1 북북서 33km 37.681111 140.854444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지사바라 마에타 
지내

ms2 북북서 32km 37.686944 140.893056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가미토치쿠보 ms3 북북서 36km 37.725091 140.878222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쿠라 ms4 북서 27km 37.635849 140.845714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쿠라 ms5 북북서 25km 37.625278 140.908611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바바 ms6 북서 21km 37.565059 140.876484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바바 ms7 북북서 22km 37.605278 140.930000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가네자와 ms8 북쪽 27km 37.666667 140.998611

나미에마
치

미나미소
마시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미초 ms9 북쪽 24km 37.638556 140.987861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다카 ms10 북 21km 37.604278 140.987861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오하라 ms11 북북서 29km 37.662861 140.898556

후타바군 히로노마치 시모키타바 나와시
로가에

71 남쪽 23km 37.214403 140.994672

후타바군 히로노마치 가미아자미가와 112 남남서 24km 37.219487 140.951167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나가도로 33 북서 33km 37.612803 140.749111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야기사와 61 북서 36km 37.682000 140.79445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구사노 다이시도 62 북서 39km 37.694942 140.748211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니마이바시 63 북서 44km 37.684228 140.660019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이타미자와 i1 북서 39㎞ 37.678222 140.735194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이타미자와 i2 북서 39km 37.681889 140.737444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구사노 i3 북서 39km 37.693278 140.75150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후카야 i4 북서 41km 37.699778 140.730861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후카야 i5 북서 40km 37.691694 140.724056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후카야 i6 북서 41km 37.692750 140.70975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우스이시 i7 북서 42km 37.694667 140.69750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니마이바시 i8 북서 44km 37.692417 140.675611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마에타 i9 북서 45km 37.716778 140.691139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사스 i10 북서 46km 37.737639 140.703639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사스 i11 북서 46km 37.747056 140.712278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사스 i12 북서 43km 37.735750 140.744944

미나미소
마시

이타테무
라

히로노마
치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마에타 i13 북서 43km 37.720083 140.720306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구사노 i14 북서 40km 37.706500 140.759556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오쿠라 i15 북북서 40km 37.724333 140.790972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오쿠라 i16 북북서 40km 37.737000 140.803167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구사노 i17 북서 38km 37.700639 140.77975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야기사와 i18 북서 36km 37.688139 140.802083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세키사와 i19 북서 38km 37.682778 140.761389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세키사와 하시바 i20 북서 36km 37.674028 140.778194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고미야 노데가미 i21 북서 33km 37.652000 140.798028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고미야 i22 북서 35km 37.659528 140.770833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고미야 i23 북서 36km 37.651167 140.75200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고미야 가리야니와 i24 북서 32km 37.628444 140.772556

소마군 이타테무라 와라비다이라 i25 북서 29km 37.610250 140.798667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나가도로 i26 북서 31km 37.612056 140.771222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나가도로 i27 북서 33km 37.612639 140.749139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히소 i28 북서 34km 37.610750 140.722944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히소 가미히소 i29 북서 38km 37.628750 140.690278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이토이 오히 i30 북서 40km 37.669222 140.701000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이토이 아자 마치 i31 북서 38km 37.659917 140.722972

소우마군 이타테무라 이토이 i32 북서 37km 37.653444 140.730917

이타테무
라



소마시 나카노 데라마에 5 북북서 42km 37.790464 140.929483

소마시 야마카미 가미나미키 39 북북서 41km 37.767864 140.859961

* 측정 포인트 kw1*～kw6*은 5월 1일 이전에는 측정 포인트 kw5～kw10입니다.

소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