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要農産物の検査結果 

주요농산물  검사결과 

 공개일 2012 년 8 월 2 일 

 

2012 년 3 월 12 일 원자력재해 대책본부가 발표한 「검사계획, 출하제한 품목・구역설정・해제 방침」에 따라 7 월 30 일 채취한 이바라키 현내 생산 농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사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품목에서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농산물은 이 후에도 출하 초기와 출하 성수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야채류 

품  목 지  역 

방 사 능 농 도 (Bq/kg) 

 (상단:방사성세슘 합계(주)              중단:방사성 Cs-134                하단:방사성 Cs-137) 

채취일 

6 월 26 일 

채취일 

7 월 2 일 

채취일 

7 월 9 일 

채취일 

7 월 17 일 

채취일 

7 월 23 일・24 일 

채취일 

7 월 30 일 

청경채 

 

시모쓰마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반도시     Nal 미검출 (<21)       

미검출 (<10) 

미검출 (<11) 

파 조소시     Nal 미검출 (<21)       

미검출 (<10) 

미검출 (<11) 

지쿠세이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사쿠가가와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오이 고가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단호박 

 

조소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사쿠라가와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가지 

 

가스미가우라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고가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지쿠세이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스위트 콘 

(옥수수) 

반도시 Nal 미검출 (<19)           

미검출 (<10) 

미검출 (<9) 

여주 고가시 Nal 미검출 (<23)           

미검출 (<12) 

미검출 (<11) 

연근 쓰치우라시 Nal 미검출 (<22)           



이바라키현 농업종합센터(Nal) 

※「미검출」뒤의 괄호안 수치는 검출하한치 

주)검사결과 합산치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후생노동성통지) 

 

 미검출 (<11) 

미검출 (<11) 

이나시키시 Nal 미검출 (<20)     Nal 미검출 (<18)     

미검출 (<10) 미검출 (<9) 

미검출 (<10) 미검출 (<9) 

가스미가우라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가와치마치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멜론(아루스) 호코타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수박 조소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복수박 지쿠세이시     Nal 

 

미검출 (<21)       

미검출 (<11) 

미검출 (<10) 

사쿠라가와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 (<10)



과일류 

품  목 지  역 

방 사 능 농 도 (Bq/kg) 

( 상단:방사성세슘 합계(주)                  중단:방사성 Cs-134               하단:방사성 Cs-137) 

채취일 

6 월 26 일 

채취일 

7 월 2 일 

채취일 

7 월 9 일 

채취일 

7 월 17 일 

채취일 

7 월 23 일, 24 일 

채취일 

7 월 30 일 

배 유키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10) 

시모쓰마시           Nal 미검출 (<20) 

미검출(<10) 

미검출(<10) 

지쿠세이시       Nal 미검출 (<18)     

미검출 (<9) 

미검출(<9) 

야치요마치           Nal 미검출 (<20) 

미검출 (<10) 

미검출(<10) 

복숭아 다이고마치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포도 유키시   

 

        Nal 미검출 (<21) 

미검출 (<11) 

미검출(<10) 

시모쓰마시           Nal 미검출 (<21) 

미검출 (<10) 

미검출 (<11) 

무화과 이나시키시         Nal 미검출 (<18)   



이바라키현 농업종합센터(Nal) 

※「미검출」뒤의 괄호안 수치는 검출하한치 

주)검사결과 합산치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후생노동성통지) 

[검사기기 종류]NaI : Nal(Tl)신치레이션스펙트로메터” 

<기준치〉 

일반식품, 방사성세슘(Cs-134 , 137 )100(Bq/kg) 

 

 

 

 

 

미검출 (<9) 

미검출(<9) 

블루베리 오미타마시 Nal 미검출 (<22)           

미검출 (<11) 

미검출 (<11) 

도네마치     Nal 미검출 (<18)       

미검출 (<9) 

미검출(<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