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의 방사선량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헤세23년도평균 0.28μSv/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 헤세25년도평균 0.12μSv/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어린이관계시설・학교시설・주택등의 오염제거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헤세 

23년도부터 실시되어 온「마쓰도시 오염제거실시계획」에 기초한 

오염제거작업은,헤세26년3월로 종료합니다. 각종 제거대책을 실시한 결과, 

시내의 방사선량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지금까지의 작업과,현재 시내의 

공간방사선량에 관해서 알려 드립니다. 

 

방사선량 감소를 위한 작업과 추이 

 
↓ 

 
↓ 

 
 

방사선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 

●국가보다도 엄격한 시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오염제거작업 

●어린이관계시설및 주택을 우선 순위로 오염제거 

●방사성물질（세시움134은 약 2년,세시움137은 약30년）의 반감기 

●기상요인에 의한 감소 

 

※μ S v / 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마이크로시벨트/매시（지표치＝0.23μ S v / 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 

 
2014.4.17 韓：市内の放射線量は大きく下がりました 

현재 

헤세25년도 0.12μ S v / 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오염제거를 실시한 어린이 관계시설등 607시설의 평균치 

경과관찰을 위한 측정실시（사후 모니터링） 

오염제거 후 

헤세24년도 0.15μS v / 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오염제거를 실시한 어린이관계시설등 607시설의 평균치 

어린이관계시설의 오염제거 완료 

오염제거 전 

헤세23년도 0.28μ S v / h
マイクロシーベルト

 

어린이관계시설등 129시설 평균치 

※간이측정기에 의한 시의 독자적인 측정치(높이50㎝）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사선량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사능대책에 관한 파트너강좌（출장）를 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기초지식과 시가 행하고 있는 대책에 관해,시 직원이 지정된 

장소에  나가 강좌를 실시합니다（대략10명이상의그룹・단체로 신청가능, 

장소는 시내에 한하고,일본어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사능대책과(704－3994）까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4.17 韓：市内の放射線量は大きく下がりました 

 

 

기타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어요? 

 

●가정채소원의 농산물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농산물과 유통식품（우물물등을 포함）을 가져 오시면 검사해 

드립니다(전화예약제) 

문의 농정과 366－7328（농산물） 

      소비생활과 366－7329（유통식품,우물물） 

 

●자택의 방사선량을 검사해보고 싶으신 분에게 

방사선측정기를 대출（전화예약제）해 드립니다. 

문의 방사능대책과 704－3994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불안하신 분에게 

방사선전문 의사에 의한 건강상담（예약제）을 접수합니다. 

또한,홀바디카운터 측정비용의 일부를 부담(신청제)합니다. 

문의 건강추진과 366－7485 

 



이사쓰레기 분별법・내놓는 법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나오는 이사쓰레기는 가정쓰레기 수거장소에 내놓으면 

안됩니다.분별구분에 따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든지, 일반폐기물 처리권 

업자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66-7333 

 

이사철에 많은 쓰레기 처리법 

 

 

쓰레기종류 처리법 

이불・방석・의자등 

대형쓰레기 

전화로 대형쓰레기접수센터에 문의 

（처리시에는「대형쓰레기처리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문의 391-0007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８시30분～１７시 

내용물이 든 스프레이캔 내용물을 완전히 버린 후 자원쓰레기날 

(주에 1회)에 내놓는다 

등유・발염통등의 

위험물 

판매점・취급점에 수거를 의뢰한다 

세탁기・의류, 건조기, 

텔레비젼, 에어콘, 

냉장고・냉동고등의 

가전리사이클법대상품목 

지정수거장소에 직접 내놓거나 

일반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의뢰한다 

가정용 컴퓨터 각 메이커 접수 창구에 의뢰한다 

 

 

 
2014.4.17 韓：引っ越しごみの分け方・出し方 

 



고등학교장학자금・

마쓰모토키요시장학금신청을접수합니다 
 

 

자격 

 

①보호자가 경제적이유로 아동을 고등학교에 보내기 어려운경우 (소득제한 

있음) 

②보호자와 아동이 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하고,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③아동이 성적양호하고,건강할 것 

④학교교육법에 의한고등학교등（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학교법인이 설치한 전수학교의 고등과정）에 재학할 것 

⑤법령 그와 유사한 학자 급부를 받고 있지 않을 것 

 급부 월액 5,000엔 

※신청서는 자녀양육지원과・시민과・각 지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대상 외,사립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이 가산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수급받고 있는 사람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달부터 급부대상이 됩니다. 

 

문의헤세26년4월1일（화）～헤세27년3월31일（화）（휴관일은 제외） 

직접 자녀양육지원과 아동급부담당실로（366－3127） 

 

 
2014.4.17 韓：高等学校修学資金・松本清奨学金の申請を受け付け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