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수 누출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가번역) 

2014년 1월 

수산청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내 오염수 누출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도쿄전력㈜ 작성 자료를 근거로 수산청에서 편집) 

주:스트론튬90에 대해서는 항만입구에서 3.5 Bq/L(6/20채취), 남쪽 방수구 부근에서 0.36 
Bq/L(6/26채취) 검출 

○ 2013년 5월 1, 2호기 취수구간 호안 지하수에서 고농도 트리튬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도쿄전력이 해당 호안에 
체류하는 지하오염수 조사를 실시. 2013년 7월 말, 해당 호안에서 오염수가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 

○ 항만내 해수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약간 검출되었지만 바깥쪽 해수에서는 거의 검출 한계 미만이며, 영향은 한정적. 

○ 도쿄전력은 2013년 2월 이후 항만 입구에 어류 이동 방지용 망을 설치함과 동시에 항만 내 서식하는 어류 등의 구제를 실시 
중(참고: 도쿄전력 홈페이지) 

남쪽 방수구 부근 

항만 입구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누출기간 
누출량 

（단위: 베크렐） 
누출기간 

누출량 
（단위: 베크렐） 

세슘134+137 6일간 1,800조 

약 800일간 약1조～약20조 

스트론튬90 약 800일간 약7,000억～약10조 - 

2011년 4월 누출량 
도쿄전력 시산에 따른 

2011년 5월 이후 누출량 
방사성 핵종 

2011년 4월 오염수 누출과 도쿄전력이 시산한 2011년 5월 이후 오염수 누출의 
방사성 물질 누출량 비교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1,2호기 취수구간 

트리튬 - 약 800일간 약20조～약40조 

세슘137 6일간 940조 

- 

http://www.tepco.co.jp/nu/fukushima-np/f1/smp/2013/images/fish01_130918-j.pdf
http://www.tepco.co.jp/nu/fukushima-np/f1/smp/2013/images/fish01_130918-j.pdf
http://www.tepco.co.jp/nu/fukushima-np/f1/smp/2013/images/fish01_130918-j.pdf


○ 방사성 세슘 이외의 방사성 물질(스트론튬90, 플루토늄, 루테늄106)은 측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품 중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기준치는 방사성 세슘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서의 영향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방사성 세슘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선량은 식품전체의 약 12%로 가정되며, 이 선량을 포함하여 식품에서 받는 

연간선량이 0.9mSv 이하가 되도록 기준치를 정하였습니다. 

스트론튬 90에 대하여 

1 미리시버트 (코덱스 위원회※에서 설정한 1인당 연간선량 기준치와 동일) 

○ 그 중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방사성 세슘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서의 선량이 방사성 세슘에서의 

선량과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수산물 조사에서, 스트론튬90은 실효선량 계수를 사용하여 선량 환산하면 방사성 세슘의 약500분의 1에서 약 

50분의 1 정도의 비율이며 상기의 가정이 충분히 안전을  내다본  것임을 보여 줍니다. 

스트론튬 90에 대해서는 식품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설정할 때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내다보고,  기준치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방사성 세슘 농도가 기준치를 밑돈다면 스트론튬 90에 의한 영향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 기준치 고려 방법 

수산물 중 스트론튬90 

식수 
약0.1mSv 

식품  약０.９mSv 
0.9mSv의 약 12%분량을 세슘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라 가정. 

（※코텍스위원회:http://www.maff.go.jp/j/syouan/kijun/codex/）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스트론튬 90과 트리튬에 대하여 

수산물 농축계수(출전：IAEA TRS422; Bio-concentration, Edit. N. Yamagata） 

  어류 연체류 해조류 

세슘 5 〜 100 10 〜 60 10 〜 50 

스트론튬 1 〜 3 1 〜 10 10 

트리튬 1 1 1 

○ 스트론튬 90 실효선량 계수(체내에 흡수된 방사성 물질 양 (단위: 베크렐)에서 인체에 주는 영향(단위: 

시버트)을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는 세슘 137의 약 2.2배입니다.（ICRP Publication 72, 성인의 경우) 

○ 수생 생물의 농축 계수(해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비해 생물 방사성 물질 농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표시하는 계수. 구체적으로 (생물 방사성 물질 농도÷해수 방사성 물질 농도)로 산출)는 방사성 세슘에 

비해 낮습니다. 이것은 환경 중에 있던 것이 생물 체내에 들어가도 그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론튬 90(반감기28.8년) 

○ 트리튬은 식품 중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정도의 선량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식품 기준치로 

고려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트리튬 실효선량 계수는 세슘 137의 약 700분의 1 입니다. （ICRP Publication 72, 성인의 경우) 

○ 트리튬은 자연계에서는 주로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나 어패류 등 생물에게 섭취되어도 거의 

농축되지 않고 바로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농축 계수는 거의 1입니다. 

트리튬(반감기12.3년)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shokuhin_qa.html


○ 조사에 있어서는 주요 생산품목 및 전년도에 50 Bq/kg을 초과한 품목을 조사. 또한 표층, 
중층, 저층과 같은 서식역, 어기, 인근 현 조사 결과 등을 참고. 

○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을 때나 인근 현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때는 조사를 강화. 

○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각 지자체 요청에 의한 자숙이나 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장에 의한 
출하 제한 조치를 실시. 

8 

조
사 

실
시 

>100 Bq/kg 

≦100 Bq/kg 

조사 강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조사 계획 책정 

조사대상 어종 

 주요 생산물 
 50 Bq/kg을 
초과한 적이 
있는 품목 

조사 구역 

  현 구역을 구분 
 각 구역별 주요 
양륙 항에서 검체 
채취 

조사 빈도 

 원칙 주1회 
 어기 전 
검사(가다랑어, 
꽁치 등) 

인근 현 
조사 결과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 

【출하 제한 등 실효성 확보】 
・대상 어종의 양륙은 실시하지 않는다. (조사용 검체를 제외) 
・양륙항에서 시장 관계자가 이것을 확인. 

자숙 
출하 제한 지시 
・1지점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자숙 
・복수의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국가에 의한 출하 제한 

출하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가 
검출된 경우, 출하를 
자숙하는 지자체・어업 
단체도 있다.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의 흐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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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에서  2011년 4-6월에는 기준치를 넘는 비율이 57.7%였지만 
사고 후 1년간 그 비율은 반감. 2012년 4월 이후는 사고 후 50Bq/kg이상이 
검출된 어류에 조사 중점을 옮기어 계속하였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넘는 비율은 
계속 낮아져 2013년 10-12월 에는 1.7%까지 저하. 일방 시험조업을 제외한 
연안어업ㆍ저인망 어업을 자숙 중. 

후쿠시마현 해산물 조사결과 

후쿠시마현 해산물 조사결과 

2013년 12월 말일 시점 

총 검체 수：15,144검체 
 100Bq/kg 초과 검체수： 2,016검체 
 100Bq/kg 이하 검체수：13,128검체 （검체） （초과율） 

100Bq/kg초과 

100Bq/kg이하 

초과율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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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Bq/kg를 초과하는 검체 비율은 점점 
저하하고, 2012년 7-9월 이후는 1%를 밑도는 수준. 2013년 10-12월에는 
0.1%까지 저하. 일방 기준치를 넘는 어류는 국가적 출하제한지시 등이 
내려져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이외의 해산물 조사결과 2013년 12월 말일 시점 

후쿠시마현 이외의 해산물 조사결과 

100Bq/kg초과 

100Bq/kg이하 

（검체） （초과율） 

총 검체수：21,606검체 
 100Bq/kg 초과 검체수：174검체 
 100Bq/kg 이하 검체수：21,432검체 

초과율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3-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현재로서는 멸치 치어나 까나리 등 표층 물고기, 가다랑어・다랑어류, 연어, 
   꽁치와 같은 회유어, 오징어・문어류, 새우・게류, 조개류나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모든 도도부현가 기준치 이하. 

후쿠시마현 인근 현에서 출하가 제한된(유통할 수 없는) 해산물(2014년 1월 7일 현재) 

수산물 조사실적 

어종 졸복 넙치 돌가자미 
홍어, 

볼락, 

민어, 대구 
감성돔 농어 

이와테현 일부(주２)         × × 

미야기현 
북부(주３)   

      × × 
남부(주４） × 

 후쿠시마현(주５) × × × × × × 

이바라기현 
북부(주６)   × × 

× 
(주７)  

× 
          

주： １） 표 중 ×는 출하제한표시 대상인 해역･어종을 표시                              ２） 이와테현･미야기현 육지 현 경계 정동선 이남 해역 
   ３） 긴카산 이북 미야기현 해역.                                    ４） 긴카산 이남 미야기현 해역 
   ５） 후쿠시마현 해역에 대해서는 본 표에 표시된 9종 외에도 33종 해산물에 대해                               ６） 북위 36도 38분 이북 이바라기현 해역 
              출하 제한 지시가 내려져 있다. 
        7） 이바라기현 북부에서 감성돔은 업게가 생산자숙하고  있다.   

2012년도 4월1일 이후 모든 도도부현에서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대표적 해산물 

해조류 모든 종 

조개류 모든 종 

오징어・문어류 모든 종 

새우・게류 모든 종 

표층어 정어리류 꽁치 까나리 멸치 치어 꼬치고기류 날치 

중층어 

고등어류 새치류 가다랑어류 참치류 은연어 연어 

방어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잿방어 전어 삼치 

만새기 시샤모 붉돔 부시리     

저층어 

눈볼대 전갱이류 파랑눈매퉁이 돌돔 Laemonema longipes 말쥐치 

금눈돔 홍살치 자주복 청어 문절망둑 검복 

눈가자미           

포유류 고래류           



 

○ 2013년 7월 오염수 누출 보도 후 시험조업을 일시 중단. 그동안 후쿠시마현이 

해수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 농도 및 전 β방사능에 대하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전 수치와 엇비슷한 정도임을 확인. 또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오염수 누출보도 전후로 검사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후쿠시마현이 확인. 

○후쿠시마현에 의한 상기 확인을 받아 2013년 9월 25일에서 시험 조업 재개. 

○계속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을 확인하면서 시험 조업・판매 해역・종의 확대를 검토. 

후쿠시마현에서 출하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 지진 이후 현 내 어업협동조합이 모두 연안 어업 및 저인망 어업의 조업 자숙 지속 

○ 후쿠시마현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매주 150검체 정도의 수산물을 검사 

○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출하제한 지시를 받지 않은 어류 중 방사성물질 

수치가 낮은 해역･종 만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부터 시험조업･판매를 실시. 

 

후쿠시마현 앞바다 현재 상황 

오염수 문제와의 관계 

앞으로의 대응 



2012년 6월～   ・문어 등 3종을 대상으로 개시(소마후타바 지구 근해 저인망 및 문어 통발)  

2012년 9월～   ・ 차례로 근해 저인망 대상 종 추가 및 시험 조업 해역 확대를 실시 

 

2013년 3월      ・까나리(까나리 치어)시험 조업을 개시(소마후타바 지구 선인망) 

 

2013년 9월        ・7~8월은 저인망 금어기간이며 9월1일부터 조업 재개를 하기로 했지만, 7월 이후 오염수 

누출보도를 받아 9월 1일부터 시험조업 실시를 일시 보류 

          ・그 후 해역 및 대상종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25일부터 소마 후타바 지구에서 저인망 

시험조업을 실시 

2013년 10월     ・멸치 치어 시험조업을 11일부터 개시(소마 후타바구역 선인망) 

                          ・이와키 지구 저인망에 의한 시험조업을 18일부터 개시 

＜저인망 어업 등：29종류＞ 문어, 밤나무문어, 살오징어, 화살오징어, 화살꼴뚜기(Photololigo edulis), 

반원니꼴뚜기, 털게, 대게, 붉은대게, 새우의 일종(Pandalopsis coccinata), 새우의 일종(Pandalus 

nipponesis), 북쪽분홍새우, 근해성 골뱅이(네고리물레고둥(Buccinum isaotakii Kira), 명주메물고둥, 

조각메물고둥(Neptunea intersculpta) 및 골뱅이의 일종(Beringius polynematicus)), 홍살치, 파랑눈매퉁이, 

눈가자미, 홍감펭, 갈가자미, 황아귀, 홍가자미, 줄가자미, 눈볼대, 기름가자미, 붉돔, 전갱이 및 연어병치 

＜선인망 어업：２종류＞ 까나리(까나리 치어)및 멸치 치어 

시험조업 대상종( 2014년 1월 7일 현재) 

(참고)후쿠시마현의 시험 조업・판매 상황 
지금까지의  대응・예정  



○ 2012년 6월~2013년 12월 시험판매 중 
날것과 삶은 상태에 대하여 계 1014회 
방사성물질 간이검사를 실시. 결과는 
최고치가 39Bq/kg｡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현 어협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개. 

http://www.jf-net.ne.jp/fsgyoren/ 

  

 

 
 

2014년 1월 7일 현재 

저인망 
시험조업
해역(실선) 

시험조업해역        시험 판매 시 방사성 물질 검사 개요 

소마 후타바지구 문어통발 
어업 시험조업 해역 (7~8월
만) 

소마 후타바지구 선인망 
어업 시험조업 해역 

도쿄전력 후쿠시
마 제1원자력 발전
소 

 

후쿠시마현 

어획물의 흐름 

어

선 

어획물 
검사 

가공품 검사 

유
통
업
자 

소
비
자 

・어협이 중심이 되어 방사성 물질 검사,  
    판매물 관리 등을 실시. 

가
공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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