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茨城県北部の海水浴場(北茨城市、高萩市、日立市)の海水、砂浜の放射線モニタリング結果(5 回目) 

 

이바라키현 북부지역의 해수욕장 수질과 모래사장 방사선 모니터링 결과(제 5 회) 

(기타이바라키시, 다카하기시, 히타치시) 

 공개일 2012 년 8 월 2 일 

이바라키현 북부지역 해수욕장의 제 5 회 수질조사(7 월 19 일~25 일)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해수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래사장은 연안지역 시가지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해수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 

 

이바라키현 북부지역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기타이바라키시, 다카하기시, 히타치시) 

해수욕장 소재지 채수일 채수층 
방사능 농도(Bq/L) 

요드 131 세슘 134 세슘 137 

이소하라후타쓰지마 기타이바라키시 7 월 23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다카하기 다카하기시 7 월 23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이시하마 히타치시 7 월 23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가와지리 히타치시 7 월 23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오세 히타치시 7 월 25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가와라고 히타치시 7 월 25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즈키 히타치시 7 월 25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구지하마 히타치시 7 월 25 일
표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하층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검출 하한치(요드 131, 세슘 134, 세슘 137 1Bq/L) 미만은 미검출로 기재하였습니다. 

(수돗물 기준치는 10 Bq/L 입니다.) 

 

  

 



<모래사장 방사선량 측정 결과> 

 

 

이바라키현 북부지역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기타이바라키시, 다카하기시, 히타치시) 

해수욕장 소재지 측정일 
방사선량률(μSv/h) 

지표면 50cm 1m 

이소하라후타쓰지마 기타이바라키시 7 월 23 일 0.06 0.06 0.06 

다카하기 다카하기시 7 월 23 일 0.08 0.08 0.08 

이시하마 히타치시 7 월 23 일 0.07 0.06 0.06 

가와지리 히타치시 7 월 23 일 0.06 0.06 0.07 

오세 히타치시 7 월 23 일 0.05 0.06 0.05 

가와라고 히타치시 7 월 24 일 0.05 0.05 0.05 

미즈키 히타치시 7 월 24 일 0.05 0.05 0.05 

구지하마 히타치시 7 월 24 일 0.06 0.06 0.06 

※모래사장 내 5 곳의 평균치 

 

 

<지명과 해수욕장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통상 발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