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수 누출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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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주:스트론튬90에 대해서는 1-4호기 취수구내 븍쪽（동쪽 방파제 북쪽）에서 
220Bq/L(2013/8/19 채취), 항만 입구에서 49Bq/L(2013/8/19채취), 남쪽 방수구 부근에서 
0.29Bq/L(2013/6/26채취) 검출.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내 오염수 누출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도쿄전력㈜ 작성 자료를 근거로 수산청에서 편집) 

○ 2013년 5월 1, 2호기 취수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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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항만 내에 서식하는 어류 등의 구제를 
실시 중(참고: 도쿄전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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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트리튬 - 약 800일간 약20조～약40조 

세슘137 6일간 940조 

-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항만 입구 

트리튬 
모든 베타 
세슘 합계 

남쪽 방수구 부근 검출 한계치 미만(ND)이 된 측정에 대해서는 
검출 한계치를 플롯. 

1-4호기 취수구내 북쪽
（동쪽 방파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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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방사성 세슘 및 그 외의 방사성 물질의 쌍방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방사성 세슘 외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선량은 식품전체에 포함되는 선량의 약 12%로 가정되며, 이 선량을 포함하여 

식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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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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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 기준치 고려 방법 

수산물 중 스트론튬90 

식수 
약0.1mSv 

식품  약０.９mSv 
0.9mSv의 약88%을 세슘, 
나머지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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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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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의 조사 결과 등을 참고. 

○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을 때나 인근 현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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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마다 주요 

양륙 항에서 검체 
채취 

조사 빈도 

 원칙 한주에 1번 
 어기 전 검사 

(가다랑어, 꽁치 
등) 

인근 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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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430  638  828  1,092  

1,302  1,453  1,625  1,751  1,921  2,001  1,984  

2,369  2,153  
2,149  

2,031  2,239  

937  
120 

299 
380 

278 300 
202 

154 
135 

84 
30 34 33 

25 
10 9 4 

0 

0 

57.7% 

41.0% 
37.3% 

25.1% 21.6% 

13.4% 9.6% 7.7% 4.6% 1.5% 1.7% 1.6% 1.0% 0.5% 0.4% 0.2% 0% 0% 
0%

50%

1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H23
4-6

H23
7-9

H23
10-12

H24
1-3

H24
4-6

H24
7-9

H24
10-12

H25
1-3

H25
4-6

H25
7-9

H25
10-12

H26
1-3

H26
4-6

H26
7-9

H26
10-12

H27
1-3

H27
4-6

H27
7

○후쿠시마현에서  2011년 4-6월에는 기준치를 넘는 비율이 57.7%였지만 
사고 후 1년간으로 그 비율은 반감. 2012년 4월 이후는 사고 후 50Bq/kg 
이상이 검출된 어류에 조사 중점을 옮기어 계속하였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넘는 
비율은 계속 낮아져 2015년 4-6월에는 0%까지 저하.  

○일방, 시험조업을 제외한 연안 어업ㆍ저인망 어업을 자숙 중. 

후쿠시마현 해산물 조사결과 

후쿠시마현 해산물 조사결과 

2015년 7월 31일 시점 

총 검체 수：29,088검체 
 100Bq/kg 초과 검체수： 2,097검체 
 100Bq/kg 이하 검체수：26,991검체 （검체） （초과율）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4-6월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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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후쿠시마현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Bq/kg를 초과하는 검체 비율은 점점 
저하하고, 2012년 7-9월 이후는 1%를 밑도는 수준.  

○일방, 기준치를 넘는 어종는 국가적 출하제한 지시 등이 내려져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이외의 해산물 조사결과 2015년 7월 31일 시점 

후쿠시마현 이외의 해산물 조사결과 

（검체） （초과율） 

총 검체수：35,586검체 
 100Bq/kg 초과 검체수：177검체 
 100Bq/kg 이하 검체수：35,409검체 

4-6월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 



○ 현재로서는 시라스(멸치 치어)나 까나리 등 표층 어류, 가다랑어・다랑어류, 연어, 
   꽁치와 같은 회유어, 오징어・문어류, 새우・게류, 조개류나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모든 도도부현에서 기준치 이하.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 출하가 제한된(유통할 수 없는) 해산물(2015년 7월 31일 시점) 

수산물 조사실적 

어종 돌가자미 

홍어 
(Okamejei kenojei (Muller and Henle))  

볼락 
(Sebastes cheni Barsukov) 

감성돔 농어 

 이와테현 일부(주２)     × × 

 미야기현     × × 

 후쿠시마현(주3) × × × × 

이바라기현 
북부(주4) × 

× 
(주5)  

× 
      

주： １） 표 중 ×는 출하제한 표시 대상인 해역･어종을 표시 
   ２） 이와테현･미야기현 육지 현 경계 정동선 이남 해역 
   ３） 후쿠시마현 해역에 대해서는 본 표에 표시된 5종 외에도 24종 해산물에 대해 출하 제한 지시가 내려져 있음. 
   ４） 북위 36도 38분 이북 이바라기현 해역 
   ５） 이바라기현 북부에서 감성돔은 업게가 생산을 자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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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스(멸치 치어) 꼬치고기류 날치 

중층어 

고등어류 새치류 가다랑어류 다랑어류 은연어 연어 

방어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잿방어 전어 삼치 

만새기 시샤모 붉돔 부시리     

저층어 

눈볼대 전갱이류 파랑눈매퉁이 돌돔 
이토히키다라 
(Laemonema longipes) 말쥐치 

금눈돔 홍살치 자주복 청어 문절망둑 검복 

눈가자미           

포유류 고래류           



 

○ 2013년 7월의 오염수 누출 보도 후 시험조업을 일시 중단. 그 동안 후쿠시마현이 

해수를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 농도 및 모든 β 방사능에 대하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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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수산협동조합이 모든 연안어업 및 저인망어업의 조업 자숙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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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39종】파랑눈매통이[Chlorophthalmus albatrossis  Jordan et Starks], 홍가자미[Hippoglossoides 

dubius  Schmidt],눈볼대[Doederleinia berycoides (Hilgendorf)], 이시카와시라우오(백어의 

일종)[Salangichthys ishikawae  Wakiya et Takahasi],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 (Gunther)], 

돗돔[Stereolepis doederleini  Lindberg et Krasjukova], 민달고기[Zenopsis nebulosa (Temminck et 

Schlegel)], 달강어[Lepidotrigla microptera  Gunther], 황아귀[Lophius litulon (Jordan)], 

홍살치[Sebastolobus macrochir (Gunther)], 까나리(양미리 치어), 망치고등어[Somber australasicus  

Cuvier], 줄가자미[Clidoderma asperrimum (Temminck et Schlegel)], 학공치[Hyporhamphus sajori 

(Temminck et Schlegel)],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Cuvier)], 매리복[Takifugu vermicularis 

(Temminck et Schlegel)], 시라스(멸치 치어), 연어[Oncorhynchus Keta (Walbaum)], 명태[Theragra 

chalcogramma (Pallas)], 용가자미[Cleisthenes pinetorum herzensteini (Schmidt)], 붉돔[Evynnis 

japonica Tanaka], 나가래매이타가래이(도다리의 일종)[Pleuronichthys japonicus Suzuki, Kawashima 

and Nakabo], 기름가자미[Glyptocephalus stelleri (Schmidt)], 방어[Seriola quinqueradiata  Temminck 

et Schlegel], 성대[Chelidonichthys spinosus (McClleland)], 별상어[Mustelus manazo  Bleeker], 

전갱이[Tranchurus japonicus (Temminck et Schlegel)], 정어리[Sardinops melanostictus (Temminck 

et Schlegel)], 참가자미[Limanda hezensteini  Jordan et Snyder], 고등어[Scomber japonicas  

Houttuyn], 참돔[Pagrus major (Temminck et Schlegel)], 대구[Gadus macrocephalus  Tilesius], 

달고기[Zeus faber  Linnaeus], 눈가자미[Dexistes rikuzenius Jordan et Starks], 물가자미[Eopsetta 

grigorjewi (Herzenstein)], 도다리[Pleuronichthys cornutus (Temminck et Schlegel)], 

연어병치[Hyperoglyphe japonica (Döderlein)], 갈가자미[Tanakius kitaharai (Jordan et Starks)] 및 

홍감펭[Helicolenus hilgendorfi (Steindachner et Doderlein)] 

 

시험조업 대상종( 2015년 7월 31일 현재：총64종 ) 

(참고)후쿠시마현의 시험 조업・판매 상황 



【갑각류 8종】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 털게[Erimacrus isenbeckii (Brandt)], 대게[Chionoecetes 

Opilio (O.Fabricius)], 히고로모에비(새우의 일종)[Pandalopsis coccinata  Urita], 깨다시꽃게[Ovalipes 

punctatus (De Haan)], 붉은대게[Chionoecetes japonicas  Rathbun], 모란새우[Pandalus 

nipponensis] 및 북쪽분홍새우[Pandalus eous Makarov] 

【오징어・문어류 7종】창꼴뚜기[Doryteuthis kensaki (Wakiya et M.Ishikawa)], 반원니꼴뚜기[Loligo 

Japonica  Hoyle],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 참문어[Octopus vulgaris Cuvier], 

대문어[Paroctopus dofleini dofleini (Wulker)], 밤나무문어[Paroctopus conispadiceus (Sasaki)] 및 

화살꼴뚜기[Loligo bleekeri Keferstein] 

【조개류 8종】전복, 애조보라모도키(고둥의 일종)[Neptunea intersculpta (Sowerby)], 

시라이토마키바이(고둥의 일종)[Buccinum isaoakii  Kira], 명주매물고둥[Neptunea constricta (Dall)], 

나가바이(고둥의 일종)[Beringius polynematicus (Pilsbry)], 관절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 

(Bernardi)], 사할린북방대합[Spisula（Pseudocardium）sachalinensis（Schrenck)] 및 

각시수랑[Volutharpa ampullacea perryi (Jay)] 

【기타 2종】오키나마코(해삼의 일종)[Parastichopus nigripunctatus (Augustin)] 및 

둥근성게[Strongylocentrotus nudus (A.Agassiz)] 

 

●저인망 어업 ： 상기 64종류 

●자망 어업, 유망 어업, 근해문어통발 어업 및 연안통발 어업 ： 상기 중 대구를 제외한 63종류 

●선인망 어업 ： 상기 중 이시카와시라우오,까나리,멸치새끼 및 학공치 (4종류) 

●잠수 어업 ： 상기 중 전복 및둥근성게 (2종류) 

●패류형망 어업 ： 상기 중 사할린북방대합 (1종류) 

 ※대상종 추가의 경위는 후쿠시마현 수산협동조합 연합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jf-net.ne.jp/fsgyoren/siso/sisotop.html 

 

 

 

 

(참고)후쿠시마현의 시험 조업・판매 상황 (계속) 



○ 2012년 6월~2015년 7월의 시험 판매 
중 날것 및 가공된 상태에 대하여 총 
4,168회 방사성물질 간이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현 수산협동조합 
연합회(수연)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개. 

http://www.jf-net.ne.jp/fsgyoren/siso/sisotop.html 
 

 
 

시험조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내를 제외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실시되고 있읍니다. 
 

시험조업해역 ( 2 015년7월31일  시점 )  

시험 판매 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개요 

◆저인망은 시험조업 대상이 아닌 
종의 혼획을 줄이기 위하여, 
연안해역을 재외한 해역에 한정해서  
조업하고 있읍니다.  
◆각 어법의 허가 내용이나 어업권 
등의 규칙에 따라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수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어획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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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검사 가공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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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련이 중심이 되어 방사성 물질 검사,  
    판매물 관리 등을 실시. 

가 공 업 자 

소마 하라가마 
지방 도매 시장 

오나하마 수산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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