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부흥의 과정

<2018년 8월 6일 현재 업데이트＞ 



 
＜피해상황＞ [2018년7월5일 현재] 

◆사망자：4,067명（그중, 지진재해관련사망 2,238명) 

◆행방불명자：2명 
 
 
 
 
 
 
 

 

 

 

 

        후쿠시마 현의 피해상황① （지진・쓰나미피해 등） 

지진・쓰나미에 의한 피해상황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은 2011년3월11일 오후2시 46분에 
산리쿠오키에서  발생했으며  모멘트 9.0으로 관측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입니다. 
  커다란 진동과 함께 최대 진도 7을 기록한 지진은 쓰나미를 일으켜 광범위한 지역을 
덮쳤습니다. 

쓰나미가 휩쓴 요쓰쿠라 만 중장비로 수색하는  
경찰직원 （소마 시） 

가옥피해 상황 （나미에 정 우케도 지구） 
 

가옥피해의상황 （후쿠시마시 후시오가미） 
 

하마도리 지역 나카도리 지역 아이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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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2018년7월5일 현재] 
 

 

 

가옥 피해의 상황＜지역별＞  県道白河羽鳥線 

県立岩瀬農業高校（鏡石町） 

【출전】후쿠시마현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본부 현토정비반 

공공토목시설 피해 보고액 약3,162억엔 

농림수산서설 피해 보고액 약2,453억엔 

문교시설 피해 보고액 약  379억엔 

공공시설 피해 보고액 총액 약5,994억엔 

전파 15,224채 

반파 80,803채 

いわき市の海岸 八沢排水機場（相馬市） 

지진 중앙 위치와 진도 
（기상청 자료 발표） 

후쿠시마현 
 
 

삿포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 북위  
38.1도, 동경 142.5도, 깊이 약 24킬로(잠정치)/ M9. 0(잠정치) 

<피해액>  [2012년3월23일 현재] 

 

 

 

 

 
※현 소관분：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권내는  
    항공 사진등으로 추정한 개산피해액을 계상. 
※시읍면 소관분：미나미소마 시의 일부 및 후타바 8읍면의  
    개산 피해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도 가 가미이시 정 이와키시 소마시 



    후쿠시마 현의 피해상황② （피난상황 등） 

   피난민의 수는 2012년 5월의 16만 4,865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시점에서는 약 4.5만 명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환곤난 지역을 제외한 피난지시구역 대부분이 피난지시가 해제되고, 귀환곤난구역에 
있어서도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부흥재생계획이 인정을 받아 제염 ・공사가 시작되는 
등, 피난구역의 부흥재생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재해로 인한 피난 지시 구역 등 

귀환 곤난 구역 
・연간 적산선량 50밀리시버트 초과 

・출입 원칙적 금지 ・숙박 금지  

거주 제한 구역 
・연간 적산선량 20∼50밀리시버트  
・출입 가능, 일부 사업활동 가능 
・숙박 원칙적 금지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 

・연간 적산선량 20밀리시버트 이하  

・출입 가능, 사업활동 가능  

・숙박 원칙적 금지 

[2011년 3월 11일]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3km 권내로 피난 지시. 
◆같은 날, 반경10km 건물안으로 피난 지시. 

[2011년 3월 12일]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10km 권내로 피난 지시.   
◆같은 날 반경20km에 권내로 피난 지시. 
◆제2 원지력 발전소에서 반경3km 권내로 피난 지시. 
◆같은 날 반경10km 권내로 피난 지시. 

[2011년 4월22일] 
 
 
 
 
 
 
 
 
 
 
 
  
 
 
 
 
 
 
 
  

 
原子炉格納容器下部実規模試験体 

◆ 피난 지시 면적 [2017년 4월 1일] 
 371km2 (후쿠시마 현의 면적의 약 2.7 %를 차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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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마 정 
 

나라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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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내 

미나미소마 시 
 

후쿠시
마 제1 
원자력
발전소 

가와우치 면 
 

후타바 정 

나마에 정 

이다테 면 

가쓰라오 면 
 

다무라 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 

도미오카 정 

가와마타 정 
 

후타바 정（双葉町）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부
흥재생계획 약555ha 

도미오카 정（富岡町）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부흥재생계획 약390ha 

   
  

 후쿠시마 부흥재생특별조치법 개정(2017년5월)에 의해 장래 
일정기간 동안 거주가 제한된 귀환곤란구역에, 피난지시를 
해제하고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을 
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을 지정한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 부흥재생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자 
계획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내의 제염이나 인프라정비 등, 귀환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에 대한 부흥재생 계획을 제정 

나미에 정（浪江町）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부
흥재생계획 약661ha 

오쿠마 정（大熊町）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부
흥재생계획 약860ha 

정 
 

정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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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마타정 

면 
 
 

2017년 9월15일 후타바  정(双葉町）, 2017년11월10일  나마에 정(大熊町） 
2017년12월22일 나마에 정(浪江町）, 2018년3월 9일 도미오카 정(富岡町） 
2018년 4월20일 이다테 면(飯舘村）, 2018년5월11일 가쓰라오 면(葛尾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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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자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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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외피난자 
  현내피난자 
  피난처불명자 

(단위：인) 

5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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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지시 구역(경계 구역） 
■계획적 피난 구역 
■긴급시 피난 준비 구역 [2011년9월30일에 지정 해제] 
*다테시,미나미소마시,가와우치면의 일부는 특정피난 권장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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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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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8 : 1,865,694  

피난자 수의  ： 후쿠시마현의 인구  

( 단위：인) 

27,617 
24,873 

22,660 
20,430 

18,054 

30,968 

◆피난자 중에 18세 미만 아이의 내역(피난처 별) 

 2.4%  
(단위：인) 

◆피난자의 추이 

164,865 
152,113   현외피난자 

  현내피난자 
152,113 

17,487 

가쓰라오 면(葛尾村）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부
흥재생계획 약95ha 

이다테 면(飯舘村）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부
흥재생계획 약186ha 



소마 시 

   피해자의생활 재건 

   현재 피난자나 이재민들의 거주안정을 위해 ‘부흥 공영 주택’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원자력재해에 따른 피난자을 위한 부흥공용주택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이 
주체가 되어 전부 4,890호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피난자를 위한 자상한 지원 

 県内29の市町村社会福祉協議
会に生活支援相談員203人を配
置。（平成26年1月末現在） 
 高齢者の見守りや応急仮設住
宅等へ避難している住民の支援
を実施。 

피난자를 지커보는 활동 등 
 県内29の市町村社会福祉協議
会に生活支援相談員203人を配
置。（平成26年1月末現在） 
 高齢者の見守りや応急仮設住
宅等へ避難している住民の支援を
実施。 

피난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 

 県内29の市町村社会福祉協議
会に生活支援相談員203人を配
置。（平成26年1月末現在） 
 高齢者の見守りや応急仮設住
宅等へ避難している住民の支援
を実施。 

귀향 지원 앱 시동 

   피난처 및 근린 시정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생활 재건과 귀환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전국 26곳에 “생활 재건 

지원 거점”을 설치하고 대면이나 전화를 이용한 

상담뿐만 아니라 교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피난 

지시구역 외의 피난자 중에  

피난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 

대료 등을 보조하고 있 

습니다. 

[2018년6월30일 현재] 

[2018.6.1현재] 

   현내 23개소 시정촌 사회복지 협의회에 생활지원 

상담원 210명을 배치.고령자나를 돌봐주거나 

 응급가설주택 등에  

피난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실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미나미소마 시 
 ９２７ 

３５０ 

신치 읍 
１２９ 후쿠시마 시 ４７５ 

３９８ 

（ 

고리 읍 ２２ 

６４ 

주거 환경의 재건 

◆이재민의 주거 환경 

◆부흥 공영 주택 등의 정비 상황 

가설주택 정비상황  11,132호（이중,입거호수는898호） 

차용주택 지원상황  3,847호 ※후쿠시마 현의 수치 

주택 재건 상황 
 25,059호（진척률70.1%）   

  신청 건수 35,744호 

구분 계획 호수 완성 호수 

후쿠시마 시  2.807호 2,807호（100％） 

원전 피난자용  4.890호 4,707호（96％） 

피난처도 우르르 온 사람들을위한 <1>  369호 283호（77％） 

신규 전입자 등의 용도 <2>  147호 92호（63％） 

육아 세대를위한 <3>  20호 20호（100％） 

시정촌 별 내역 

오타마오면 

59/59 

모토미야시 

61/61 

이이즈와카마쓰 시 

134/134 

미하루마치 

198/198 

스카가와 시 

 
100/100 

시라카와 시 

40/40 

시라카와 시 
16/16 

후쿠시마 시<3> 

20/20 

고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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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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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마타정 

120/120 

신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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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소마 시 
350/350 

카와우치면 
25/25 

가가미이시정 

24/24 

다무라시 

18/18 

다무라시<2> 

12/12 

소마 시 

398/398 

야부키정 

52/52 

이다테면<2> 

0/15 

나미에정<2> 

80/80 

히로노정 

58/58 

이와키 시 

1,513/1,513 

니혼마쓰 시 

346/346 

후쿠시마 시 

415/475 

고리야마 시 
570/570 

히로노정 

 
62/62 

도미오카읍<1> 

154/154 

가쓰라오면 
<1> 

11/11 

미나미소마 시 

927/927 

이와키 시 

1,672/1,744 

이다테면<1> 

16/26 

나미에정<1> 

85/111 

나라하정 

141/141 

나라하정<1> 

17/17 

[완성 호수／계획 호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지자체의 신착정보를 표시 

・시설이나 이벤트정보를 검색 

・목적지까지 가는길 안내 

応急仮設住宅の供給と新たな支援  避難指示区域等からの避難者への供与期間を平成31年3月
31日まで延長します。 

◆전지역:도미오카 정(富岡町)、오쿠마 정(大熊町)、후타바  정((双葉町)、 
   나미에 정(浪江町)、가츠오 촌(葛尾村)   및 이이다테 촌(飯舘村) 
◆일부 구역: 미나미소마 시(오다카 쿠 등), 가와마타 정(야마키야 지구)및,  
   가와우치 촌(시모카와우치 아자 가이노 사카, 하기노 지구)  
     

 재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지진재해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경찰관의 응원도 받으며 
(울트라 경찰대) 가설주택과 부흥 공영주택의 순회 
영락이나 이재지의 패트롤,피난자나 귀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0일에는 귀환곤난구역의 국도114호가 
자유통행화 되고 치안정세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경계를 
강화하고 검문을 실시하는 등, 가속되는 복구・부흥에 
착실히 대응할수 있도록 계속 치안면을 강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도11호자유통행과 함께 출동식 모습 
【좌측: 가와마타 정】                    출동 모습【나미에 정】 

 피난 지시 구역 의외에서 피난한 자에의 공여는 
2019년3월말까지고 그 후에 새 지원책으로 이행합니다. 

응급가설주택 공급과 새로운 지원 

오쿠마정<2> 

0/40 

오쿠마정<1> 

0/50 

  지진재해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경찰관의 응원도 받으며 

(울트라 경찰대) 가설주택과 부흥 공영주택의 순회 영락이나 

이재지의 패트롤,피난자나 귀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나미소마 경찰서 
이이다테 주재소 

2018년 1월에 신축 

  지금까지 피난지시 
해제나 해제를 위한 
준비 등의 지역정세에 
맞춰 경찰시설 운용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후타바 의료센터   부속 병원 개원             

  2018년(헤세이 30년) 4월 23일 후쿠시마현 후타바 
의료센터 부속 병원이 진료를 개시했습니다.해당 병원은 
후쿠시마 현립 의과 대학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지역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합니다. 
 야간, 휴일을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체제로 응급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의 자택 요양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전경  
헤리포트 완비 

2018년4월23일 
진료 개시 

➀신치정, ②소마시, ③나미에정  
④가쓰라오 면, ⑤나라하정  
A C B 

D E 

[2018년6월30일 현재] 

[2018년6월30일 현재] 

[2018년5월31일 현재] 

특별 경위대 출동식 

도미오카읍 

  지진재해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경찰관의 응원도 
받으며 (울트라 경찰대) 가설주택과 부흥 공영주택의 
순회 영락이나 이재지의 패트롤,피난자나 귀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경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 경위대를 개편, 후타바 경찰서 
나미에 분청사를 거점으로 한 일원적인 경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되는 부흥과 복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밀접한 제휴를 유지하며 주민의 
안전 과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치안적인 면에서의 부흥을 힘껏 지지하고자 합니다. 

 재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후쿠시마현내의 공간방사선량 추이 
 
 
 
 
 
 
 
 
 

 
 
 
 
 
 
 
 
 
 
 
 

    환경회복 Ⅰ 

   후쿠시마 현내 공간방사선량은 2011년4월사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내의 면적 제염은 귀환 곤란 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범례 
μSv/h 

 
 
 
 
 
 
 
 
 
 
 
 

 
 
 
 
 
 
 
 
 
 
 
 
 
 
 
 
 

2011년4월12일～16일 
이상 

 
 
 
 
 
 
 
 
 

 
 
 
 
 
 
 
 
 
 
 
 
 
 
 
 
 

2017년4월20일～7월5일 

2.74 

0.15 
0

1

2

3

H23 

4月 

 

9月 

H24 

9月 

H25 

9月 

H26 

9月 

H27 

9月 

H28 

4月 

[μSv/h] 

후쿠시마 시 

2011.4 2011.9 2012.9  2013.9 2014.9 2015.9 2018.7 

◆방사선량의 추이 Ⅰ 

귀환곤란 구역에서 
주행조사를 실시 

 지도 데이터 소스는 후쿠시마, 후쿠시마 현 재해 대책 본부입니다 

후쿠시마 현 방사선 모니터링·메쉬 조사 결과에 따른 후쿠시마 현 지역의 공간선량률 맵 

  
후쿠시
마 

아이즈 와 

카 마츠 이와키 

 Pre -
disaster 

0.04 0.04～0.05 0.05～0.06 

2011.4 2.74 0.24 0.66 

2011.9 1.04 0.13 0.18 

2012.9 0.69 0.10 0.10 

2013.9 0.33 0.07 0.09 

2014.9 0.25 0.07 0.08 

2018.7 0.15 0.05 0.06 

( μSv/h) ◆방사선량의 추이 Ⅱ 

데이터 : 일본 정부 관광국 

  

※保管量は推計値  【出典】福島県除染対策課調べ 

  （戸） 

 
 

나라가 제염 
<제염특별지역＞ 

  

  

 保管状況  箇所数   保管量（㎥）   

 除染実施計画に 
 基づく仮置場 

843 4,143,578 

 その他の仮置場 15 752 

 現場保管  
 （住宅、事業所、 
  学校の校庭等） 

137,266 1,850,890 

合   計 138,124 5,995,220 

<현 52 시정촌의 총> 

※保管量は推計値  【出典】福島県除染対策課調べ 

시읍면이 제염 
＜오염 상황 중점 조사 지역＞ 

전역이 방사능 제거 특별 지역 인 7 정촌 

(나라 하마치, 토미 오카 마치, 오쿠마 정 

후타바 마치, 나미에 마치, 가쓰라 오 촌, 

이이 타테 무라)을 제외한다.   

● 후쿠시마시

●시라카와
● 

미나미 

아이즈 ●이와키

●미나미

소마  

※지도 데이터 후쿠시마 현 2018 일7월 1일 

● 
아이즈 와 
카 마츠

(단위: μSv/h) 후쿠시마 현 방사능 측정 맵 

●고리야마 

뉴욕베를린파리

베이징 서울싱가포르

(단위: μSv/h) 

 

임시 저장 사이트 

보관 양（㎥） 

오염 제거 계획에 따라 
임시 저장 사이트 

812 4,269,251 

기타 14 396 

저장 사이트 : 집 정원, 
공장 부지, 학교 접지 

128,312 1,738,965 

총 129,138 6,008,612 

개소  

※ 현 52 시정촌의 총.  

전역이 방사능 제거 특별 지역 인 

7 정촌 (나라 하마치, 토미 오카 

마치, 오쿠마 정 후타바 마치, 

나미에 마치, 가쓰라 오 촌, 이이 

타테 무라)을 제외한다.                                                               

[2018년3월31일 현재] 

◆오염 제거에 의해 생성 된 제거  
          토양의 보관 상태  ◆제염에 필요성 

  방사선량은 시간의 경과와 비바람 등의 자연 요인에 의해 감소하지만, 저감에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빨리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제염을 실시했습니다. 

 ◆제염의 효과 
   시읍면이 제염을 실시하는 오염 상황 중점 조사 지역에서 제염 전후의 공간 선량률 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택지는 42%, 학교와 공원은 55%, 숲은 21%감소했으며 면적 제염에 의한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읍면이 실시하는 제염 지역의 제염 실적 

도로 
18,841km 

주택 

418,583호 

공공시설 
11,958시설 

농지 
31,061ha 

삼림      
 4,478ha 

[출처] 환경성 조사 

  【平成30年3月末時点】  

◆国と市町村の除染区域 

国が除染実施計画を策定
し除染を進める地域   

 ＜11市町村＞ 

나라가 제염 시읍면이 제염 
 

市町村が除染実施計画を策定
し除染を進める地域  

＜36市町村＞ 

국이 제염계획을 책정해, 
제염을 진행시키는 
지역(11 시읍면) 
  

시읍면이 제염계획을 
책정해, 제염을 
진행시키는 
지역(36시읍면) 
  

[2018년3월31일 현재] 

제염에 관해 

고리야마 시 

고리야마 시 

file:///C:/Users/233912/Desktop/★災害廃棄物の処理.xlsx#Sheet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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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테면 고미야 가설 소각로 

 ◆후쿠시마현 환경 창조 센터 

functions : monitoring, R&D, information collection and 
transmission, education, training and exchange. 

ＩＡＥＡ（국체 원자력 기관）과 하천・호수 늪 등의 제염 기술의 검토 
및 야생 동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등 9가지의 협력 프로젝트 
를 하고 있습니다. 

由IAEA的專家進行實地考察 

하천·호소 등의 제염 기술 검토 
사업 ,야생 생물의 방사성 핵종의 동태 
조사 등     
 

후쿠시마의 제염 、알기 쉬운 지도 
작성을 위한 방사선 모니터링·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원 등  
       

【IAEA제안 프로젝트】   【후쿠시마 현 제안 프로젝트】 

IAEA전문가가 실시하는 
 현지 조사 IAEA  와연계 

    

  

◆재해 폐기물의 처리 상황             [2018년4월말 현재] 

◆오염 폐기물의 보관 상황 

浪江町仮設焼却炉 재해 폐기물 처리의 모습 

  ◆오염 제거에 의해 생성 된 제거 토양의 보관 상태 

임시 저장 사이트 

구분 임시 보관소 반입량 처리량 

시읍면이 처리를 
실시하는 지역 

3,040   3,040 （100.0％) 2017년8월 완료 

정부가 처리를 
실시하는 지역 

1,650 1,105 （67.0％) 

합계 4,690 4,145（88.4％) 

【소각 시설을 도입】 

56,698 

0

100,000

200,000

300,000

1 2 3 42013.9.20    2018.5.20 2012.7.31     2018.5.31 

하수 오물 등 

소각재 
（일반 폐기물） 

보관 양（㎥）  

오염 제거 계획에 따라 임시 저장 
사이트 

862 4,143,708 

기타 24 939 

저장 사이트 : 집 정원, 공장 부지, 
학교 접지 

141,294 1,890,051 

총 142,180 6,034,698 

개소  

※ 현 52 시정촌의 총.  

전역이 방사능 제거 특별 지역 인 

7 정촌 (나라 하마치, 토미 오카 

마치, 오쿠마 정 후타바 마치, 

나미에 마치, 가쓰라 오 촌, 이이 

타테 무라)을 제외한다.                                                               

 지진재해이후 일시적인 오염진흙 반출이 밀려서 장내에서 보관하는 양이 증가했지만 
반출저 확보와 오염진흙감용화(減容化)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나라, 시 정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소각재 등의 반출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 중 정 화 세 터 에 서  소 각 재 등  보 관 상 황 

災害廃棄物等の処理     환경회복 Ⅱ 

（단위：천 톤） 

약 75,700 

약 10,970 

（단위： 톤） 

환경 회복을 위한 연구 
거점 정비 

 
 
 
 
 
 

 
 
 
 
 
 
 
 
 
 
 
 
 
 
 
 
 
 

 후쿠시마의 환경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현민이 앞으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현재 세심하게 환경 
모리터링과 조사 연구, 정보발신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교류동 '커뮤탄 

후쿠시마'에서는 아이들에게 환경 및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환경 창조 센터  

이나와 물 환경 센터(이나와시로) 

본관 

교류 동 "코뮤탄 후쿠시마" 

연구동 

환경 방사선 센터(미나미소마) 야생 동물 공생 센터(알 마을) 

2016년4월 오픈 2016년4월 오픈 2015년11월 오픈 

2016년 7월 21일   
그랜드 오픈   

交流棟内部の様子 

약 248,000 

（2017년6월30일 현재） 
◆잠정 저장 시설에 굴착 토양 및 기타 폐기물의 운송 
 중간저장시설에  제거토양 등을 반입하는 것에 

대 해 서 는  수 송 이  시 작 된  2015 년 3 월 부 터 
2018년5월말까지 누계 약88만6천㎥가 수송되었고, 
52 시 정 촌 대상중에서 21 시 정 촌 수송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교 등의 

현장보관분을  우선하면서  31시정촌에서  전년도 
3배가 넘는 180만㎥정도를 우송할 계획입니다. 

시설정비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28일부터 
오쿠마  정내  토양저장시설  운용이  개시되면서 , 
2018년도 우송량에 대응하는 시설이 2017넌 9월 
이후, 5개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착공되는 등, 
사 업 방 침 에  따 라  순 차 적 으 로  시설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에서는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현, 
오쿠마 정, 후타바 정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협정에 
따라 현지 확인이나 환경모니터림을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 

 
제거토양 
등의 반출 

제거토양 
등의 반출 

◆특정폐기물 매립처분 

현내 특정폐기물(지정 폐기물(10만Bq/kg이하)나 오염폐기물 

대책지역의 쓰레기 등), 국가 특정폐기물 매립처분시설(도미오카 

정)에 매립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반입이 시작되어 2018년 5월 말 시점에서 

21,154봉지 매립처분되었습니다. 현에서는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현, 도미오카 정, 나라하 정이 체결한 안전협정에 의해 

현지확인이나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매립처분 시설 특정폐기물 반출 

중간저장시설에 제거토양 등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송이 
시작된 2015년3월부터 2018년5월말까지 누계 약88만6천㎥가 
수송되었고, 52 시 정 촌 대상중에서 21 시 정 촌 수송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교 등의 현장보관분을 
우선하면서 31시정촌에서 전년도 3배가 넘는 180만㎥정도를 우송할 
계획입니다. 

중간 저장시설 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2018년(헤세이 30년) 
6월 말 현재 약 950ha(전체의 약 59%)의 용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시설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에서는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현, 오쿠마 정, 
후타바 정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협정에 따라 현지 확인이나 
환경모니터림을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거토양 등의 반출 

제거토양 등의 반출 

4.5 22.9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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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헤세이 28년) 3월에 제시한 
“향후 5년간의 전망”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누적 수송량 만㎥ 

실적 실적 실적 예상           예상          예상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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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률
（②/①*100）

55.6% 61.0% 70.6% 77.1%

   집계 연월 2018.3 2014.3 2017.12 2018.3

1,745지구
착수완료 지구

4,571ha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피해 농지면적

17,200경영체
동일본대지진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영체

740경영체
동일본대지진 재해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영체

2,264지구
사정완료 지구

② 복구・
부흥 상황

① 피해상황

2,542ha
영농재개가 가능한 농지면

적

10,500경영체
영농을 재개한 경영체
(※일부 재개를 포함)

523경영체
조업을 재개한 경영체
(※시험조업을 포함)

全量全袋検査の様子 

농림수산업 시설 등의 복구 상황 

농  지 
（영농 재개 가능 면적 비율) 

  농업 경영체 
  （경영 재개 상황） 

  어업 경영체 
  （조업 재개 상황） 

 농지・농업용시 
설등 복구 공사 

       공용 인프라 등의 복구와 정비 

 재해를 입은 공공토목시설 98％로 북구공사에 착수되고 전체94％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부흥 공사의 조기 완료 및 도로 인프라 등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고 안전 및 
안심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착공율
（％）

완료율
（％）

2,122 2,107 99% 1,836 87%

하천・모래사장 272 271 99% 242 88%

해안 157 155 99% 90 57%

도로・다리 798 795 99% 749 94%

항만 331 331 100% 311 94%

어항 467 458 98% 347 74%

하수 3 3 100% 3 100%

공원・도시시설 5 5 100% 5 100%

공영주택 89 89 100% 89 100%

공공토목시설 등
재해복구공사 장소

수

사정결정 수
（장소 수）

 착공건 수  완료건 수

　계

[2018년6월30일 현재] 

농림수산업 시설 등의 복구 상황 

완료   82%（1,276 건） 

미착고1％（14건） 

  착고율 
（％）   

344 322 94% 193 56% 
착고 건수 
 

완료 건수 

 
            

완료율 
（％） 

사정결정수(군데 수）  

◆지역 분류 진행 

※ 농지 피해상황면적은 피해재해면적에서 피난지시구역과 전용한 면적을 제외한 것 

・(임시) 나라 하 정 
스마트 IC 
(2018 연간 서비스 계획) 
· (임시) 오쿠마 IC 
(2018 연간 서비스 계획) 
· (임시) 후타바 IC 
(2019 연간 서비스 계획) 

일본 정부는 간격 내에서 
이와키 중앙 IC- 히로시마 
야생 IC의 4 차선 확장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5 년까지 2020 년 한 해 
종료하고자했다. 

조반 고속도로 

네네 중앙 IC- 히로노 IC 이와키 
대상 범위는 2020 년에 완료됩니

다확장의 4 차선

◆공사 장소별 진척 상황과 지역별 진척 상황 

（H29年6月30日現在） 

   주변 지역에서 피난해제구역의 부흥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헤이세이 
30년대 전반 (2018 ~ 2023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마도리(고속도로, 직할 
국도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로 이어지는 주요 8개 노선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의 복구 

至山形県 
米沢市 

◆이와키 중앙 IC- 히로노 IC 이와키 

대상 범위는 2020 년에 

완료됩니다확장의 4 차선 

 일본 정부는 간격 내에서 이와키 중앙 IC- 히로노 IC의 4 차선 확장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5 년까지 2020 년 한 해 

종료하고자했다. 

                      
 NEXCO 동일본은 혼잡 완화를 위해 부가 차선을 설치할 방침을 

발표했다.         

◆광야 IC에서 야마모토 IC 간 6 개 (총 13.5km) 추가 차선을 정비 

조반 고속도로 

・(임시) 나라 하 정 스마트 IC 
(2018 연간 서비스 계획) 
· (임시) 오쿠마 IC 
(2018 연간 서비스 계획) 
· (임시) 후타바 IC 
(2019 연간 서비스 계획) 

◆工事箇所別進捗状況と地域別進捗状況 

 피난 지시 해재 준비 구역내는 이미 재해 사정이 종료했됐습니다.하지만 주거 제한 구역과 귀환 

곤난 구역은 아직 재해 사정이 끝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와 조정을 도모하며 계속할 예정입니다. 

<참고>피난 지시 구역내의 진척 상황 

착고율 완료율

359 330 91% 257 71%

사정결정수

(군데 수)

착고 건수 완료 건수

시공중6％（97건） 미착고2％（29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浜通り 1,562件 

中通り  534件 

会 津      26件 완료100％（26건） 

완료100％（535건） 

완료 92％（1,458건） 

※피난지시가 해제된 타무라 시, 미나미소마 시, 카츠라오 정, 카와우치 정, 나라하 정, 나미에 정, 카와마타 정, 이이타테 정, 토미오카 정 

구역을 포함함. 

 １：    いわき～富岡線 
 ２：    船引～葛尾線 
 ３：    船引～川内線 

착공율

（％）

완료율

（％）
　계 2,145 2,116 98% 2,019 94%

하천・모래사장 283 272 96% 255 90% FY2020

해안 157 156 99% 130 82% FY2020

도로・다리 807 799 99% 789 97% FY2020

항만 331 331 100% 331 100% 완료

어항 470 461 98% 417 88% FY2020

하수 3 3 100% 3 100% 완료

공원・도시시설 5 5 100% 5 100% 완료

공영주택 89 89 100% 89 100% 완료

공공토목시설 등

재해복구공사 장소 수

완료 예정

(귀환곤란구

역을 제외)

사정결정 수

（장소 수）

  착공건 수 완료건 수

아이즈    
26건 

나  카  
 535건 

하  마  
1,584건 

완료    100%（26 건） 

완료  100%（534 건） 

시공중11％（178건） 

   避難解除等区域の復興を周辺地域から強力に支援するため、平成30年代前半ま
での完成を目指して、浜通り（高速道、直轄国道等に囲まれるエリア）へ続く主要8路
線の整備などを進めています。 

相馬 

히로노 

常磐
富岡 

南相馬 

浪江 

⑥국도39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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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上 

相馬 
玉野 

霊山
飯舘 

(仮) 

福島保
原線 霊山 

(仮) 
Ｒ4号 

福島 
ＪＣＴ 

福島 
大笹生 

新地 

이와키
勿来 

【下記道路：      主要⑧路線】 

6 

개통 
미정 

2019 년 
개통 예정 

③국도288号 

이와키
湯本 

至宮城県
浜吉田駅 

富岡駅 

小高駅 

平成29.10.21 

運転再開  

이와키
ＪＣＴ 

４ 
あぶくま高原道路 

相馬港 

    東北中央自動車道  

오나 하마 항 

이와키 
중앙 

(仮)福島 
北ＪＣＴ 

米沢北 

～
 

～
 야

마
가
타 

현     

요 

네
자
와
시 

2017.11.4
개통 

이와키
四倉 

常磐自動車道 

2018.3.10
개통 

신설역 
"(가칭)J빌리지역"
2019년(헤세이 
31년) 4월 개업 
예정00 

ＪＲ조바선 
 

・나미에 역 -오다 카 역 : [2017.4.1] 
・다쓰 타 역 - 토미 오카 역 :[2017.10.21] 
・토미 오카 역 - 나미에 역 :[2020] 

◆운행 상황 
[2017년 11 월]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시정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잇는 노선버스가 
운행됩니다.  

피난 지역 내 광역 버스 노선 운행  

◆2017 년 4 월 운행 개시 

・토미 오카 역 -나미에 역 (11本／1日） 

（토미 오카 역 -나미에 역-하라노 마치 역 1本 ) 

 １: 이와키 ~ 오카 선 
 ２:다무라시 ~ 가쓰라 오 촌 
 ３:다무라시 ~ 가와 우치 촌 

 4:가와우치~ 上三坂（Kamimisaka) 
 5:미나미소마~현립 의과 대학 
                                  ~후쿠시마 시 
 

◆2017년10 월 운행 개시 

 6:도미오카 ~가와우치 
                                   

◆2018년4 월 운행 개시 

태평양 

相馬 

広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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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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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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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도114 

④요시마다 - 

타킨네 국도 
⑤오노 토미 

오카 노선 

⑦국도349 

⑥국도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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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 자동차 도로 

  <    주요 8 개 노선> 
  

6 

開通
未定 

 2019年度 

開通予定 

2020 

年度 

開通 

予定 

2020年度開
通予定 

③국도288 

이와키
湯本 

 2020.3 
운전 재개 예정  

2016..12.10 
운전 재개  

至宮城県
浜吉田駅 

히로노역 

도미 오카 역 

신치 역 

소마 역 

나미에 역 

오다 카 역 

하라노 마치 역 

타츠 타 역 

2011.12.21 
운전 재개  

2016.7.12 
 운전 재개  

  2017.4.1 
  운전 재개 

 2014.6.1 
운전 재개 

JR조바선 

 

이와키
ＪＣＴ 

４ 
 

후쿠시마 

공항 

相馬港 

동북 중앙 자동차 도로  

小名浜港 

   【福島～米沢間】                     【福島～相馬間】（相馬福島道路） 

대상 
범위는 
2020 년에 
완료됩니
다확장의 
4 차선 

이와키
中央 

2017.11.4 
 開通 

2017.10.21 
운전 재개 

⑧오나 하마 도로 

 2018.3.10 
開通 

신설역 
"(가칭)J빌리
지역"2019년(
헤세이 31년) 
4월 개업 
예정00 

태 

평 

양 

2016.9.11
개통 

2017.3.26
개통 

2020 
년 
개통 
예정 

2020 
년 
개통 
예정 

하라노 마치 역 



판정 결과 판정 내용 
선행 검사 본격 검사 

인수（명） 비율（％） 인수（명） 비율（％） 

 Ａ판정 
Ａ１  결절이나 낭종 없음 154,607 

99.2  
108,675 

99.2  
Ａ２  5.0mm이하 결절이나 20.0mm이하 낭종 143,575 159,534 

 Ｂ판정  5.1mm이상 결절이나 20.1mm이상 낭종 2,293 0.8  2,232 0.8  

 Ｃ판정  바로 2차 검사가 필요함 1 0.0  0 0.0  

【검사 실시 결과(현)】 예탁실효선량（대략 평생 몸속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피폭） 

1밀리시버트 미만 1밀리시버트  2밀리시버트 3밀리시버트 

330,727명 14명 10명 2명 

    볼 보디 카운터에 의한 내부 피폭 검사 

        갑상선 검사 

    기본 조사 

        현민의 건강 

현민 건강 조사 

調査内容 対象者 

基本調査（被ばく線量の推計） ・平成23年3月11日時点での県内居住者（2,056,994人） 

甲状腺検査 ・震災時に概ね18歳以下 約37万人 

健康診査 
・避難区域などの住民 約21万人  
・避難区域以外の住民（これまで健診の受診機会が無かった方を対象） 

こころの健康度・生活習慣に関する調査 ・避難区域などの住民 約21万人 

妊産婦に関する調査 ・妊産婦 

・자기식 질문표 약27.6％（2018년3월말 현재） 

 （응답자수567,810명/대상자2,055,266명） 

＜외부 피폭선량 추계 결과＞ 

【후쿠시마현 전체】 0～2밀리시버트 미만의 비율 93.8% 

 
 
  

18세 이하 의료비 무료 

・ A1,A2 판정은 다음(2014년도 이후)의 검사까지 경과 관찰.    

・ B,C판정은 2차 검사를 실시.（선행・본격 검사 공통） 
・ A2판정이라도 갑상선의 상태등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할 경우 

B판정이 된다.（선행・본격 검사 공통） 
・2차 검사로 악성 혹은 악성 의심 116명.（수술 실시 102명：양성 결절 

1명、갑상선 암101명） 

 현민의 심신건강을 지켜보고 앞날에 걸쳐 현민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목표로 한 ‘현민 
건강 조사’에 착수하고 현민들의 피폭선량추계나 갑상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3월이후 현 실시분의 검사결과는 전부1미리 시버트（mSv）미만이었습니다. 

내부 피폭 검사 모습 

のう 

  ＜선행 검사＞（2011～2013년도） 

지진재해당시18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상확인을 위한 검사. 주신자 수 
약30만명 

＜본격 검사＞（2014년도～） 

 선행 검사와 비교하기 위한 2번째 검사. 
 2012년4월1일까지에 태어난 사람까지 대상지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대상자가 20세까지는 2년에 한 
번, 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계속한다. 

2011년3월11일시점 현재 거주자（2,055,266명）을 대상 

지진 재해 당시 대개18세 이하등의 약38만 명을 대상 

방사선 의학에 관한 최첨단 연구・진료 거점 정비, 의료 인재 육성 

（피폭 선량 추계） 

[2018년3월말현재] 

 현 실시 분의 누계 검사 인수  

330,753명 [2011년6월-2018년3월] 

갑상선 검사 모습 

※원전 사고 발생 직후부터 7/11까지 4개월의 외부피폭 선량을 추계 

本格検査 

  
＜대상 지역＞ 
아오모리현 하로사키시 
야마나시현 고후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조사 대상자＞ 
   3～18세  4,365명 

 ＜조사 결과＞ 

  【A1】1,853명(42.5%) 
  【A2】2,468명(56.5%) 
          (A1+A2 = 99.0%) 
  【Ｂ】   44명(  1.0%) 
  【Ｃ】   0명(  0.0%) 

 ・ A1,A2판정은 다음(2016년도 이후)의 검사 
    까지 경과 관찰. 
 ・2차 검사（1,681명 결과 확정）로 악성 혹은 

악성 의심 69명.（수술 실시 44명：갑상선 
암44명） 

【출전】환경성 보도 발표 자료  

판정 결과 판정 내용 
선행 검사 본격 검사 본격 검사 2 번째 

인수（명） 비율（％） 인수（명） 비율（％） 인수（명） 비율（％） 

 Ａ판정 
Ａ１  결절이나 낭종 없음 154,605 

99.2  
108,718 

99.2  
71,519 

99.3  
Ａ２ 5.0mm이하 결절이나 20.0mm이하 낭종 143,573 159,584 130,940 

 Ｂ 판정 5.1mm이상 결절이나 20.1mm이상 낭종 2,293 0.8  2,227 0.8  1.367 0.7 

 Ｃ 판정  바로 2차 검사가 필요함 1 0.0  0 0.0  0 0.0  

・ A1,A2 판정은 다음(2014년도 이후)의 검사까지 경과 관찰.  

・ B,C판정은 2차 검사를 실시.（선행・본격 검사 공통） 

・ A2판정이라도 갑상선의 상태등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할 경우 B판정이 

된다.（선행・본격 검사 공통） 

・2차 검사로 악성 혹은 악성 의심 116명.（수술 실시 102명：양성 결절 

1명、갑상선 암101명） 

 ・2014 년도 2015 년도 2 년간 
실시.  

 ・A1,A2판정은다음(2016년도 
이후)의 검사    까지 경과 관찰. 

 ・2차 검사（1,826명 결과 
확정）로 악성 혹은 악성 의심 
71명.（수술 실시 
52명：갑상선 암 52명） 

 ・2016 년도 2017 년도 2 
년간 실시.  

 ・2차 검사（689명 결과 
확정）로 악성 혹은 악성 
의심 12명. （수술 실시 
9명：갑상선 암 9명） 

<참고>다른 
3현에서실시한갑상선 
유전 소견률 조사결과 

 7개의 기능 

앞으로도 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사선 의학에 관한 최첨단 
연구・진료 거점을 정비합니다. 

후쿠시마시（현립 의과 
대학） 

후쿠시마 국제의료 과학센터    

⑤의료－산업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센터 
⑥갑상선・내분비센터 
⑦건강증진센터 
 

2016 년 12 월 
전면 가동 

①방사선 의학 현민 건강 관리 센터 
②첨단 임상 연구 센터 
③첨단 진료 부문 
④교육・인재 육성 부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며 후쿠시마에서 안심하게고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18세 이하 현민들의 의료비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학부 개설 예정 

외관: 이미지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가칭) 보건과학부    

 
  학부 명칭: 보건과학부、 
  학과 명칭: 이학요법학과, 작업치료학과 

     
     이학요법학과 
  작업치료학과      각40명/년 
    임상검사과 
  진료방사선과학과 ・・・ 25명/년 

    
    소재지・・・・ 후쿠시마시 사카에마치 
  시설 규모・・・연면적: 약 18,300㎡   
    층수・・지하 1층, 지하 8층(일부 9층 건설)                            
    내진 설계 방식・・ 제진 설계 구조 

개요 

현내에 부족한 보건 의료 종사자를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 새 

학부를 개설합니다. 



        농림수산업의 상황 

후쿠시마현 농업 산출액 등 추이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홍보 
 
 
 
  
 
 
 
 
 
 

 
 
 
 
 
 
 
 
 
 
 
 
 
 
 
 

  루머를 없애기 위해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매력을 발신하며 안전・안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은 지진재해 전에 비해 산출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민이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농림수산업의 재생에 대한 대처,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매력과 안전・안심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전력으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후쿠시마현의 농업 산출액 추이 

73.9 

   

   

주된 농산물 가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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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엔） 

그 외 

꽃 

과일 

야채 

축산 

쌀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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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를 대표하는 농산물 ‘쌀 : 수확 전국 4 위, 복숭아：수확량 전국 2위, 육식 용 소 ：사육 두수 전국 10위, （다 2010년）’의 가격 추이 

（단위：엔／ｋｇ） ■전국 ■후쿠시마 

【출처】도쿄토 중앙 도매 시장 홈페이지 시장 통계 정보 

복숭아 
（상대 거래 가격 : 엔 / 60kg) 

쌀 
■전국 ■후쿠시마 ■전국■후쿠시마 

 

（단위：엔／ｋｇ）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육식 용 소(일본산) 
 

 2017년 12월 16일, 
후쿠시마현 관광물산관이 
리뉴얼 오픈되고,현산 술 
코너 확장이나 "후쿠시마 
라운지" 신설하는 등, 
이전보다 한층 더 
현산품・관광에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오픈하는 
날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한 
리뉴얼 페어에서는 약 
만9천명이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크게 붐비었고, 현산품 
판매촉진에 기여했습니다. 

리뉴얼 오픈 니혼바시후쿠시마관 

MIDETTE(미데테) 

 日本橋ふくしま館 
MIDETTE 

후쿠시마 현산 쌀의 
판로확대로 

 후쿠심 현산 쌀을  
프랑스로 판로확대 할  
것과, 영국으로  
수출량 확대를 목표로  
삼을 것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2018년 3월 런던에서 
우치보리지사가 합석한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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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출액 

（단위：억엔） 

임야부산물수확 

 
재배 버섯 류        
생산 

 
 
 
 
 
 
 
 
 
목탄 생산 
 
목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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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어업 생산액0 

（단위：억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해면 어업 

【출전】농림수산성 생산 농업 소득 통계, 생산 임업 소득 통계 보고서,해면 어업 생산 통계 조사에서 작성. 

 식목제 당일은 아키히토 일왕 부부께서 손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또 이번 식목제에서는 재건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는 후쿠시마 현민의 모습과 
일본국내외에서 모아진 따뜻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의 숲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현민 여러분과 후쿠시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키우자 희망의 숲을 생명의 숲을"  

제 69회 전국 식목제를 개최! 

  2018년(헤세이 30년) 6월 10일(일요일),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내의 해안 방재림 정비 지역 등에서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약 
14,000명(위성 이벤트, PR회의장을 포함)의 참여하에 개최 

제 69회 전국 식목제 후쿠시마 2018 
제 69회  

전국 식목제   

아키히토 일왕의 초목 손수 심기 미치코 왕비의 손뿌림 

※ 해면 어업에 대해 2016 년은 참 다랑어, 눈다랑어가 제외 된 때문에 감액되었다 

※ 항목 마다의 사사오입으로 인해 연 합계와 각 항목의 총계는 일치 안함 
(*)쌀에 관해서는 2012년 이후 작부 면적과 수확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2014,2015년에 
 전국적으로 쌀값이크게 하락하여 후쿠시마현 쌀 산출액도 대폭 감소하였다 



        식품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대처 

농지등의 제염 

땅 표면을 긁어냄 반전 경운 껍질을 세척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모니터링 등 상황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은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해당 품목을 시정촌 단위로 출하를 제한하기 때문에 
유통하는 농림수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제염상황 
<논+밭+과수지+목초지：ha>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유통하지 않기 위해서 농지 제염을 실시하고, 
검사체제도 강화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현내전역에서 
생산・출하하고 있는 전 포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험 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더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어업협동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사기술 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자나 유통업자 등과 효율적인 검사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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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있어서의 시험 조업 

시험 조업으로 어획 어체의 측정･전처리 
  

방사성 세슘의 검사 

종별  검사수 기준치 초과 수 초과 수 비율 

야채・과일 817 0 0.00% 

축산물 1,065 0 0.00% 

재배 된 식용 식물과 버섯 244 0 0.00% 

해양 수산물 1,566 0 0.00% 

내부 수생 물고기 16 0 0.00% 

야생 식용 식물과 버섯     568 1 0.18% 

민물 고기 329 2 0.61% 

[2018.4.1-2018.6.30]  

벨트 컨베이어 형 검사기 

검사완료스티커 현미 
2017 년산 

      검사 수 기준치 초과 수 초과 수 비율 

약 9,970,000 0 0.00% 

검사 방법 

◆전량전봉지 검사 [2017.8.22-2018.6.30] 

검사 결과공표 

https://fukumegu.o
rg/ok/contents/ 

견본 

1봉지씩 검사 

검사가 끝난현미를 사용한 (백미) 봉지에 스티커를 붙이고 

확인되게 합니다. 

[2018 년 3 월 말] 

 

  
 식품중의 방사성 세슘 신기준    

（Bq/kg) 

·Data: “식품과 방사능 Q&A)” 
소비자청(일본어판: 2014년 11월 

일본 EU(참고) 

일반식품 100 1,250 

우유 50 1,000 

유아용식
품 

50 400 

식수 10 1,000 

 
 
 
 
 
 

 

◆검사 결과 

 후쿠시마현 해안어업 및 봉수망어업은 현재 조업자숙을 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5만건이 넘는 모니터링 결과로 인해 안전이 확인된 
어종도 있으며 현재 이들의어종. (2017년3월부터 시험조업 대상을 "출하제한어종(7종)을 제외한 모든 해산물"로 확장해 갑니다.) 
 시험 조업으로 어획 

방사성 
세슘의 
검사 

어체의 
측정･
전처리 

   어업협동조합은 시험조업으로 판매되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50Bq/kg［국가 기준：100Bq/kg］) 
을 설정하고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재생 

  부흥올림픽으로 친 토쿄올림픽・패럴림픽에 향해서 모든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에 오고 부흥에 향해서 착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현민이 
하나가 되고 대접과 지역주체 수입체제 정비, 관광소재의 품질 향상등 관광진븡을 
해가겠습니다. 

【출전】  후쿠시마현 관광 교류국 ・후쿠시마현 관광물산교류 협회 

다양한 이벤트·정보로 관광 재생을 촉진 
 

  

   도쿄2020대회개막을 3년 앞두고 2017년 7월 24일에 대회의 공인 프로그램이 
된"도쿄2020년 올림픽・팔라린픽 부흥 후쿠시마추진위원회"가 후쿠시마 
시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현내의 전 자치체 외에  
경기단체, 상공, 관광, 농림수산관계 
단체, 대학 등 교육관계 단체, 청소년  
육성단체,보도기관 등 144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쿄2020대회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개최준비를 위해 현 전체가  
연계를 할 뿐만 아니라 대회를  
계기로 각 지역의 활성화나  
후쿠시마의 미래를 창출하는 기획을 전  
후쿠시마가 추진할 것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Tokyo2020 Fukushima information site 

 "도쿄 2020올림픽･패럴림픽 부흥후쿠시마 추진회의"설립 

Search 2020 fukushima 

  （천명：관강객수）                                      （인박：교육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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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현 관광객수와 교육 여행 상황 

교육 여행 

관광객수 

  （2010년 대비） 

    ９２．３% 

 

（2009연도년 대비） 

    ６１．３%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년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0=100 
vs 

2016=107.8% 
2011.3.11대지진 

후쿠시마 현 

 

 

    

 개최 200일 전 2017년 11월 22일에 JR고리야마 
역에서 카운트다운 스타트 세리모니를 
개최했습니다. 당일에는 본현과 관계가 있는 
보컬그룹 "GReeeeN"이 쓴 대회 테마송"복이 
넘치는 섬"을 첫 공개하면서 카운트 다운 보드 
제막식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울긋 불긋 꽃대궐로 치장한 후쿠시마의 
매력발신을 목적으로"꽃 왕국 후쿠시마 기비탄 
플라워 스탬프래리2018"을 개최중입니다. 
후쿠시마와 토치기, 이바라기 현의 꽃 명소가 있는 
곳의 스탬프를 모아서 응모하면 777명을 추첨해서 
호화상품이 당첨됩니다. 참가응모서는 
미치노에키(지역농식품판매장)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참가바랍니다. 

기비탄 플라워 스탬프라리  2018년 
9월 23일까지 후쿠시마 전역 

2018년 2월 후쿠시마 공항  

 2017년 8월 현지사가 직접 세일즈로 나서서 

실현한 베트남 연속 전세기 편 첫 비행기가 2018년 

2월 18일에 운항되었습니다. 4월까지는 2,000명이 

현을 내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 전세기 편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공항 베트남         
연속 전세기편 운항 

 

  

      2018.3.8 東京・유락쵸 

 2018년 3월 8일(목)에 ＪＲ유락쵸 역앞 
광장에서 "후쿠시마축제 in 유락쵸 ~응원의 
폭을 넓히자~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현내 시정촌이나 본현과 
돈독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시카와・시가・히로시마・구마모토・오이타・
도쿄의 각 도 현과 연계해서 부흥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후쿠심현의 활기찬 
모습을 어필하고 현산품을 판매하면서 
피알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본현의 악성루머 불식과 
유포방지를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후쿠시마축제 in유락쵸   ~응원의 원을 넓히자~  

붐비는 역앞 광장 

2018년 6월 10일  미나미소마시 
 

제 69회  
전국 식목제 

베트남 전세기 편 관계사와의 

기자회견 

（宿泊者のうち観光目的の宿泊者が全体の50％以上と回答した宿泊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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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2020 올림픽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에서 

출발/본현에서 개최하는 소프트 볼 
경기 시작으로 개막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이 2020년 3월 26일 후쿠시마현에서 
출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막식 이틀 전인 7월 22일에는 전 경기에 앞서 
후쿠시마현의 현영 아즈마 구장에서 소프트 볼 경기가 개최됩니다. 야구 
개막전도 후쿠시마 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일 대항 소프트 볼 2018”을 개최！ 
2018년 6월23일 후쿠시마 현영 아즈마 구장 

 

  

  

 “부흥 올림픽” 정신으로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각지와 세계 각지에서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흥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IWC2018 챔피언 사케 수상! 

2018.7 

遊佐代表取締役による 
知事への受賞報告 

 2020년 도쿄 올림픽 야구·소프트 볼 경기장으로 지정된 후쿠시마 현영 
아즈마 구장에서 소프트 볼 여자 일본 대표와 미국 대표가 대결하는 “미・일 
대항 소프트 볼 2018”이 개최되었습니다. 현 내외에서 모인 7,000명을 넘는 
관중은 톱 레벨의 경기에 매료되었고 많은 현민 봉사자가 행사장 운영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경기 시작에 앞서, 두 팀의 유니폼 디자인이 그려진 
시라카와 다루마(시라카와시 특산품인 달마)의 증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림픽 개최 PR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후쿠시마현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IWC(국제 와인 
챌린지)2018”의 사케 
부문 최고 상 “챔피언 
사케”를 후쿠시마산 술인 
“오쿠노마쓰 아다타라 
긴죠(오쿠노마쓰 
주조)”가 수상했습니다. 

 IWC란 세계 최대급 와인 품평회로 일본 사케 부문은 9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2018년에는 최다의 1,639 종목이 
출품. "챔피언 사케"는 총 9개 카테고리에서 최고로 
선택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술의 수상은 3년만으로 2번째입니다. 

 

 

    

  

 2017년(헤세이 29년)제조 전국신주(사케)감평회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850종목이 
출품되고 후쿠시마현의 31개가 입상, 그 중 19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 수상 수에서는 사상 첫 6년 
연속 일본 최고(확인 가능한 기록에 한해)로 통산 
8번째 일본 최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신주(사케)감평회 에서 사상 처음인  
금상 수상"6년 연속 일본 최고"를 달성 

*숙박자 중의 관광이 목적인 숙박자가 전체의50%이상이라고 대답한 숙박 시설. 

◆관광객 중심의 숙박시설   

全 国 
전국 

후쿠시마 현 

전국 
후쿠시마 현 

2011.3.11대지진 

◆외국인 총 숙박자 수 280.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상 수상 종목(순서 부동) 

金水晶 金水晶酒造店 福島市

廣戸川 松崎酒造店 天栄村

雪小町 渡辺酒造本店 郡山市

三春駒 佐藤酒造 三春町

東豊国 豊国酒造 古殿町

人気一 人気酒造 二本松市

奥の松 東日本酒造協業組合 二本松市

会津中将 鶴乃江酒造 会津若松市

名倉山 名倉山酒造 会津若松市

会津宮泉 宮泉銘醸 会津若松市

弥右衛門 大和川酒造店 喜多方市

笹正宗 笹正宗酒造 喜多方市

國権 国権酒造 南会津町

田島 会津酒造 南会津町

榮四郎 榮川酒造 磐梯工場 磐梯町

萬代芳 白井酒造店 会津美里町

學十郎 豊國酒造 会津坂下町

一生青春 曙酒造 会津坂下町

又兵衛 四家酒造店 いわき市

전국 216,384,110  207,382,740  218,313,430  228,502,930  233,210,970  251,308,060  247,403,020  260,976,900  

후쿠시마 6,359,610  5,124,410  4,651,110  5,098,920  5,341,020  5,061,810  4,581,850  4,935,340  

2011.3.11대지진 



   산업 진흥과 고용 창출 

시설, 설비 복구 지원 
◆중소기업 등 그룹 시설 등 복구정비 보조사업 
2011년～2016년도 누계: 389개 그룹, 3,837게 회사, 1,168억 엔을 지원 
◆중소기업 등 복구·부흥 지원사업 
2011년～2016년도 누계:3,935 건、88억 엔을 지원 

고용 지원 
◆긴급고용창출사엄 
2011년～2016년도 누계：71,934명을 고용 
◆후쿠시마 산업부흥 고용지원사업 
2011년～2016년도 누계：28,149명을 고용  

 제조품 출하 액수 등 2016년에 관해서는 화학 공업, 정보통신 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출하 
액수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전체 금액이 감소했지만, 후쿠시마현 전체를 보면 지진 이전의 수준까지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본 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해 지역경제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계속・재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내의 기업유치 등을 통해 고용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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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산업부흥 기업 입지보조금 
 

  6,316명의 
고용 창출 

예상 

 후쿠시마현에 공장등을 신설 혹은 증설할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 
규모 확대와 고용을 창출합니다. 

[2017년9월현재] 

505사를 지정 

후쿠사마현내의 공장’부지 면적1,000㎡이상’ 신・증설 상황 
※현 공업 개발조례에 의거하는 설치 신고 건수 

태양 광 관련 부품 제조 

스카가와시 
신설 

섬유공업 화확공업 지 

이와키 시 증설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 

다무라 시 
증설 

의약품제조 

히로노 정 
증설 

전기 기계 기구 제조 

미나미소마 시 증설 

가공지 제조 

다테 시 
증설 

밸브・종이・종이 가공품제조 

후쿠시마 시 신설 

책가방 제조 

아이즈와카미츠  
신설 

전기 계측기 제조 

스카가와시 
신설 

◆쓰나미·원전재해 피해지역 
고용창출기업 입지보조금 

  쓰나미와 원전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업부흥 가속화를 위해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고용과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합니다.(후쿠시
마 현을 사업 실시 장소로 하는 기업 제1~6차 
공모 채택) 누계. 

약 2,035 일억엔 

６１ 

◆공장의 신설 · 증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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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7명의 
고용 창출 

예상 

176사  

  피해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자립・귀환지원을 가속하기 위해 
피난지시구역 등을 대상으로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산업 집적을 도모한다. 

626명의 
고용 창출 

예상 
 

60사  

◆자립・귀환지원고용창출기업
입지보조금 

[2017년7월현재] 

[2017년11월현재] 

지역별 제조품 출하액 등(※)의 추이 
50,957.1  

43,208.8  
45,526.1  

47,625.1  
50,990.0  49,157.3  

30,000.0

40,000.0

50,000.0 전국에서는 지진재해 전(2010년)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도 2014년에는 거의 지진재해 
전의 수준까지 회복하고 2015년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했지만 
증가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한편 원자로사고에 의해 피난을 
해야만 했던 후다바 군은 2011년 이후 지진재해 전의 1할 넘을 
정도로 멈춰있습니다. 후타바 군을 비롯해서 피난지역 및 하마 
토리의 부흥을 더더욱 추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복구 및 부흥, 고용확보를 위한 노력 

    

【중소기업 등 그룹 시설 등 복구정비 보조사업】 
2011년~2017년도 누계: 406개 그룹   3,861게 
회사  1,177억 엔을 지원 
【중소기업 등 복구·부흥 지원사업】 
2011년~2017년도 누계:4,074건、90억 엔을 지원 
【사업재개등지원보조사업】 
2016~2017년도:750건, 69억엔 지원 
 

【후쿠시마 부흥특별자금】 
2011년~2016년도 전합계:  
        21,368건, 3,597억엔을 융자 
【특정지역중소업특별자금】 
2011년~2016년도 전합계: 
        909건, 154억엔을 융자 
 
 
 

 

  

【긴급고용창출사엄】 
2011년~2017년도 누계： 
       71,003명을 고용 
【후쿠시마 산업부흥 고용지원사업】 
2011년~2017년도 누계： 
       28,839명을 고용  

시설, 설비 복구 지원 
 

고용 지원 
 

자금조달지원        

지구별 

이와키 

소소 

겐난(현 남쪽 

미나미아이즈 

아이즈 

겐츄(현 중앙) 

겐포구(현 북쪽) 

입지보조금을 통한 기업 입지지원 

50,957.1  

43,208.8  
45,526.1  

47,625.1  
50,990.0  49,157.3  48,067.5  

30,000.0

40,000.0

50,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후 쿠 시 마  현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소에서 종업원4인이상의 사업소에 있어서는 1년간 제조품 출하액, 
가공임 수입액, 그 밖의 수입액의 합계. 작업중, 조업준비중 등의 사업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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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산업 창출 거점의 정비 Ⅰ 

  
 후쿠시마현의 부흥과 재생에는 단순히 복구만으로 멈출 수 없는 선도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각종 연구 개발・산업 창출 거점의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부흥의 추진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독일 NRW 주와의 연계 강화 

 본 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주와는 

2014년에 각서를 체결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만, 2017년 1월에 렌멜 NRW 

주 환경장관과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한층 

더 깊은 연계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기업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한 크라프트 수상을 비롯한 주 정부의 

요인과의 회담을 통해 본 현과 NRW 주가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를 한층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NRW 주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살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나아가 세계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현내 기업의 도전을 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이너원천 리 발전소 

후쿠시마 현 신 재생 에너지 거점 

 독립행정법인 산업 기술 종합 
연구소가  재생 가은 에너지의 연구 
개발 거점을 정비.     
<2014년4월1일 개소> 

 

산업 기술 종합 연구소 
후쿠시마 재생가능 에너지 연구소 

가동중 

Photo : Mitsubishi Corporation 

신재생에너지 유래 
수소 프로젝트 

 나미에 정(다나쿠라・우케도지구)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수소제조, 차세대의 
수소운송・저장기술 실증에 착수. 2020년 
운전개시 예정, 후쿠시마현산 수소를 
도쿄올림픽기간중에 활용예정. 

2020년 
운용개시예정 

독일 NRW 주와의 연계 강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목표 

  2040년쯤에는 현내 에너지 수요의 100% 
상당량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며 거점 
정비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과 육성을 

도모합니다. 

2016년도
（확정치） 

28.2％ 

   특히 독일 노르트라인=웨스트퍼렌 (NRW) 
라고 하는 것은 2014년에 양분야에서 각서를 
체결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17년 1월, 
의료관련산업분야에서는 2017년 8월,각자 
연계에 관한 각서를 갱신하고 양지역에 
있어서의 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1월 지사의 독일 방문에서는 
NRW주 주상을 비롯해 주정부 요인과의 
회담을 통해, 본현과 동주가 앞으로 
연계를 더욱다 강화하여 교류를 한층 
깊게 해나갈 것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주와의 강건한 네트웍을 
이용해서 독일로 시작해 유럽, 세계로 
판로확대를 향한 현내기업의 도전을 
전적으로 지원해 나갑니다. 

현내 에너지 수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목표 

아부쿠마・연안부 공용전선 
정비사업 

 후쿠시마 신 에네르기사회구상에 
의한 국가예산조치를 재원으로, 
아부쿠마산지 및 하마토리 연안부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약 
650메가 왓트 도입지원을 실시함과 
함께 공용 송전선 약 75키로 메이트를 
정비한다. 

산업 재생과 집적의 촉진 
 
  
 
 
 
 
 
 

 
 
 
 
 
 
 
 
 
 
 
 
    
  
 
 
 
 
 
      
 
 
 
 

독일·에너지 관련 견본시(무역 

박람회)에 후쿠시마 현 부스 출전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에센 시에서 2018년2월 
6일~8일에 개최된 유럽 최대의 에너지 박람회 “E-world 
energy&water 2018”에 후쿠시마현 부스를 출전했습니다. 
사상 최대 견본시(무역 박람회)의  
출전은 이번으로 5번째. 현내 기업  
5개사가 참여하고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견본시(무역  
박람회)에서 개최된 “에너지 포럼” 
에서 에너지 에이전시 후쿠시마의  
핫토리 대표가 후쿠시마현의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집적에  
관한 대처와 현내 기업을 PR하고  
많은 수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 부스 
출전 

  2017년11월 13일~16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세계 
100개국 이상 약 13만명의 
의료 종사자, 바이어, 
제조업체가 방문한 세계 
최대의 의료 기기 제품 및 
관련 기술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년 연속 이 
박람회에 후쿠시마현 부스를 
출품하여 현내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EDICA/ 
COMPAMED 

 2017년 11월 13일~16일  

세계 최대 
박람회에 출전 

   県立医科大学敷地内に医療
界と産業界の橋渡し役として、が
んを中心とした新規治療薬・診断
薬・検査新薬などの創薬支援拠
点を整備。 

ふくしま国際医療科学センター 
【医療-産業トランスレーショナル 
         リサーチセンター】 

福島市 

H28.9.12 開所 

会津若松市 

提供：会津大学 

연구 개발 거점의 정비  

   외료계와 산업계의 중개 

역할로 암을 주로한 산규 

치료약,진단약,감사 시약등의 

초약 거점을 정비.  

 의료 기기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대향동물을 활용한 안전성 
쳥가나 의료 근로자의 기기 조작 
훈련을 할 거점을 정비. 

후쿠시마 의료 기기 개발 

지원 센터 

아이즈와카미쓰 대학 부흥지원 

센터(첨단ＩＣＴ라보) 

   ICT를 이용과 활용한 지역 산업 
지흥을 맡는 기업의 집적과 인재육성을 
하며 첨단ICT 연구를 추진하고 새로운 
ICT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 
거점을 정비.  

 피난지역 등의 영농재개, 
농업재생을 목적으로 한 조사연구를 
위한 거점을 정비 

바닷가지역 농업재개연구센터 

 후쿠시마현 수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조사연구를 위한 거점을 복구정비 

수산 종묘연구・생산시설 

image 

후쿠시마 국제 의료 
과학 센터 

후쿠시마시 

2016 년 9 월오픈 

©아이즈 대학 

아이즈와카마쯔시 

2015 년 10 월오픈 

고리야마 시 미나미 소마시 

소마시 

2016 년 1월 착공 

2016 년 11월오픈 2016 년 3 월오픈 

 
 
 
 
 
 

  의료 기기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대향동물을 
활용한 안전성 쳥가나 의료 근로자의 
기기 조작 훈련을 할 거점을 정비. 

2016 년 11월오픈. 

장소       고리야마 시 

Place 

 
 
 
 
 
 
 

 

 

 

 
 

 

 

 

 
 

 

 

 

 
 

 

아이즈와카마쯔시（아이즈 대학） 

 후쿠시마 의료 기기 개발 지원 센터 

장소 

 ICT를 이용과 활용한 지역 산업 
지흥을 맡는 기업의 집적과 인재육성을 
하며 첨단ICT 연구를 추진하고 새로운 
ICT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 
거점을 정비. 2015 년 10 월오픈. 

 
 장소 

 외료계와 산업계의 중개 역할로 
암을 주로한 산규 치료약,진단약,감사 
시약등의 초약 거점을 정비. 2016 년 9 
월오픈. 

아이즈와카미쓰 대학 부흥지원 센터 
(첨단ＩＣＴ라보) 

イメージ 



［単位:亿日元］ 

 災害対応ロボット等の実証試験や性能
評価を行う。 

A 

폐로 국제 공동연구센터 국제 
공동연구동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결하여 폐로 연구와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2017 년 4 월오픈. 
 

 폐로 작업 등 실내를 상정한 로봇 
시험 시설 

                    나라하 원격기술개발센터  

                      (목업(mockup)센터)

도미 오카  

C 

E 

JAEA© 

JAEA© 

나라하읍 

        연구 개발・산업 창출 거점의 정비 Ⅱ 

B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Fukushima Innovation Coast Framework)  

 

B 

   하마 도리에서 잃어버린 산업 기반의 재 구축,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위한 구상입니다. 본 구상은 후쿠시마 부흥재생특별조치법 
개정(2017.5.19 공포, 시행)에 따라 법율로 규정되어, 더욱더 추진될 것으로 
됐습니다.  
○로봇 테스트 필드 
○오쿠마 분석·연구센터(방사성 물질 분석 및 연구시설)  
○폐로 국제 공동연구센터 국제 공동연구동 
○정보발신 거점(아카이브) 
○나라하 원격기술개발센터 (목업(mockup)센터) 
※기타 주요 프로젝트 ◆기술자 연수 거점◆국제산학관 공동연구시설(방사능 지식을 필요한 
다양한 연구분야)◆대학교육거점◆스마트・에코파크◆에너지관련산업 프로젝트(스마트 코뮤니티 
형성,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효과적 이용등)◆농림수산분야 프로젝트(농업용 로봇 
개발・실증, CLT 추진, 수산연구거점등) 

  災害対応ロボット等の実証試験
や性能評価を行う。 

浪江町 南相馬市 
미나미 소마시 나미에 마치 오쿠마 정 

B 

 연료 데브리 등의 성상 
파악,처리기술개발을 실시한다. 

A 

D 
C 
B 

E 

B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Fukushima Innovation Coast Framework)  

 

B 

   하마 도리에서 잃어버린 산업 기반의 재 구축,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위한 구상입니다. 

A 

D 
C 
B 

E 

본 구상은 후쿠시마 
부흥재생특별조치법 
개정(2017.5.19 공포, 
시행)에 따라 법율로 
규정되어, 더욱더 추진될 
것으로 됐습니다.  

B 

  동일본대 
지진 및 원자 
력재해 실태 
와 부흥에 대 
한 노력을 정 
확하게 전달하고, 교훈으로 국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계승・공유해 
가겠습니다. 

(Image) 

D 

나미에읍 

◆후쿠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    
 육해공 재해 대응 로봇에 관한 
관민의 연구·실증 시설 

◆국제 산학 협력 거점（로봇） 
국내외의 연구자 등이 모여서 로봇의 
기초적・기반적인 연구 등을 실시합니다.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후쿠시마 이노베션・코스트 구상은 동일본대지진 및 원자력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하마도리 지역 등의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쿠마 정 

후쿠 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 

미나미소마 
시･부흥공업단지내 동서 
약1000m, 남북 약500m의 
장소안에 
"무인항공기에리어", 
"인프라 점검・재해대응 
에리어","수중・수상 
로보트 에리어", 
"개발기반에리어"를 
설치함과 동시에 나미에 정 
다나시오 산업단지 내에 
장거리 비행시험을 위한 
활주로를 정비 예정. 

Ⅰ Ⅱ 

Ⅳ 

Ⅲ 

image 

Ⅴ 

연료 데브리 등의 성상 
파악,처리기술개발을 
실시한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결하여 폐로 
연구와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폐로 작업 등 실내를 
상정한 로봇 시험 시설 

육・해・공 로보트・드론 연구개발, 실증시험,성능평가, 조종훈련을 실시하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거대연구개발거점. 

동일본대 
지진 및 원자 
력재해 실태 
와 부흥에 대 
한 노력을 정 
확하게 
전달하고, 
교훈으로 
국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계승・공유해 
가겠습니다. 

폐로 국제 공동연구센터 
국제 공동연구동 

도미오카정 

오쿠마 분석·연구센터 
(방사성 물질 분석 및 연구시설)  

나라하 원격기술개발센터                   
(목업(mockup)센터) 

나라하정 

원자력 발전소 해체 연구 시설 

2016 년 4 월오픈 2017 년 4 월오픈 
 

  2018 년 3 월부분 개방 
 

2018 년 부분 개방 

미나미 소마시 
나미에 마치 

연구 개발 거점의 정비  

완충네트 완비 
비행장 

연구동 

시험용 터널 

시험용 플랜트 

옥내 수소시험동 

산업집적을 촉진 및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내방자 증진에 의한 
지역에 교류인구 확대 

생활환경 정비촉진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연계 강화 

신규노선버스 운행 

나미에
정 2020 년 부분 

개방 

동일본대지진재해・원자력재해 
아카이브 거점 시설 대학생에 

의한 
필드조사 

도미오카 정 

신도키와교통 
이와키-도미오카 선  
 
[2017년 
4월운행개시] 

2018년 4월 
진료개시 

ＮＥＤＯ* 
과의 연계 

테크노 아카데미 항만 

비즈니스 교류회  

*ＮＥＤＯ: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강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짊어질 인재의 육성 

고등학교 

본 구상을 이끌 높은 뜻을 가진 탑 리더와 로봇, 
재생 가능 에너지, 농림 수산 등의 각 전문 
분야에서 즉전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지역사회에 사명감과 높은 뜻을 가지고 구상에 
기여하는 톱 리더 육성을 목표로 앞으로 
고장(후쿠시마현)에서 창업하는 인재와 폐로, 에너지 
등의 연구자가 되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6차산업과 첨단기술의 활용, 판매력과 경영력의 향상 

등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첨단 기술 체험 

로봇 인재 육성 

전문고 고도 인재 육성 

 구상과 관련된 첨단 기술 기업이나 연구 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며 선진 기술과 기능을 익힐 
인재를 육성합니다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로봇 제작 
등에 관련된 고도의 각종 첨단 기술 능력을 익힐 
인재를 육성합니다 

 구상에 이끌어갈 인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의무 교육 단계부터 
로봇, 드론,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그래밍 등의 체험회, 강연회, 
콘테스트의 실시 등 첨단 기술 
체험의 자연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세계에 발신하는 힘을 익히는 
글로벌 교육과 커리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탑 리더 육성 

농림 인재 육성     

 

공업 인재 육성 

 하마도리 
지역 

아이즈 지역･
나카도리 지역 

 기업과 고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과 연계한 강의나 
실습 과제 연구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의 실현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부흥 교육 

“오다카 산업기술 고등학교” 

“후타바미라이가쿠엔 고등학교” 

의 2곳은 앞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4월 개교 당시부터 문부과학성의 
“슈퍼·프로패셔널·하이스쿨(SPH)”로 지정 받아 
공업과 상업의 학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인재 육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2년째를 맞이 하여 지역과 관계 기관과의 연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다카 산업기술 고등학교  후타바미라이가쿠엔 고등학교 부설 중학교 

   2015년4월, 먼저 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지역과 사회의 “변혁자”육성을 목표로 하고 
고향(후루사토) 창조학과 미래 창조 탐구, 정상급 
선수의 육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문부과학성에서 현 내 처음으로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SGH)”로 지정 받았습니다.원자력 
재해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4월에는 병설 중학교를 개교하여 6년간 
중고등 과정을 일관하는 중고일관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NY유엔 본부에서의 연수 

자율 주행차 제작 

기업으로부터 시찰 
받아들이다 

후쿠시마 후타바 의료센터    
부속 병원 개원  



 '후쿠시마현 부흥계획(제3차)' 부흥 계획(제3차)에서는, 복구·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방안을 10의 중점 프로젝트로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인 “인구 감소·고령화 대책 프로젝트”에 
맞추어 본 현의 부흥과 지방창생(지방을 되살리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후쿠시마현 부흥계획(제3차)'  2018년도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 
(2018년 4월－2019년 3월） 

이중,지진재해・원전재해 대응분 
6,178억엔 

부흥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장 만들기, 광역 

인프라 단단하게 구축 및 광역 연계 추진, 

하마도리 지방 의료 제공 체제 재구축, 산업 및 

생산의 재생, 이노베이션과 코스트 구상의 추진, 

미래와 지역을 짊어질 인력 육성, 지역 재생을 

통한 교류 촉진 

피난 지역의부흥 및 재생 

피난 지역 등 부흥 가속화 
프로젝트 

풍평 및 퇴색에 대한 
대책 

해일 재해지 등부흥 마을 만들기 

６７０ 
억엔 

종합적인 방재력 향상, 지역 
방재 계획등을 재검토, 방재 
의식이 많은 사람과 지역 만 
들기, 토지 이용의 개편이나  
부흥 도시 만들기 계획 책정 
및 실시 

１８７
억엔 

１,３５５  

억엔 

마을 만들기, 사람들과 교류 

환경 회복 

생활 재건 지원 

현민들의심신 건강 지키기 

아이,젊은이 육성 
인구 감소・고령화 

대책 

농림 수산업 재생 

중소기업등 부흥 

새로운 산업의 창출 

고향에서 일하는 것 

７２８
억엔 

４０１  
억엔 

신 재생 에너지, 의료 및 복지 
기기의 러스터링, 로봇 산업 
클러스터 추진 

안전・ 안심을 제공하는 대처, 
농업・삼림림업・수산업의 
재생, 구역 재검토에의 대응 

현내 중소기업등의 진흥,기업 
유치를 촉진,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생산업을 창출, 구역 
재검토에의 대응 

５５７ 
억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 경감, 

인구의 현외 유출 억제, 

출생수의 회복등에 대한 대처.  

３０９
억엔 

현 내외의 피난자 지원, 귀환에 
대환대처 지원,귀한 후의 생활 
재건 지원, 장기 피난자의 생활 
거점을정비,오래 피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１,２４７ 
억엔 

２２０
억엔 

제염을 추진,식품의 안전 
확보,폐기물 등의 
처리,환경회복에 대한 
연구 기능등을 대비한 
거점을 정비 

２１３
억엔 

현민의 건강 보유와 증진, 
지역 외료등을 재구축,첨단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  
이재민의 심리 케어 

일본에서 가장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끈기 있는  사람을 육성, 후쿠시마의  
미래 산업을 짊어지는 사람을 육성 

안심하면서 사는 것 

J빌리지 일부영업개시  원자력발전소 사고 영향으로 
휴업하고 있는 J빌리지가 2018년 
7월 28일에 일부영업을 
재개합니다.현으로서는 부흥의 
심볼인 J빌리지를 지역의 중충적 
시설로 활용하고 축구를 선두로 
스포츠진흥, 교류인구의 확대, 
원자력발전소사고의 악성루머의 
불식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를 향한 힘찬 부흥의 
모습을 발신하겠습니다. 

제 3회 재외현인회 사미트 개최 

2018.7.28                                                   

2017년 11월, 세계 여러나라 중에 
17개국 26후쿠시마 현인회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회 재외현인회 
사미트"를 개최했습니다. 부흥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의"지금"의 
모습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고향 후쿠시응원행동선언"으로서 
정리했습니다.이는 세계각처에서 
일어나는 후쿠시마 악성루머를 
불식시키고 현산품의 진흥과해외와 
후쿠시마와의 교류촉진 등을 실시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3.11후쿠시마 추도부흥기념행사 

  지진재해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3월 11일, 현주최"동일본 대지진재해 
추도부흥지념식"을 후쿠시마시"도호・민나노 문화센터(후쿠시마현 
문화센터)"에서 실시되었습니다.해외내빈을 비롯해 현내외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시고, 식전 종료후에는 일반 헌화도 실시했으며, 현내 
5개지역에서"캔들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현을 찾아주신 분들에 의해 만개의 
캔들에 불이 켜지고 캔들을 진열하여 추도를 함과 동시에 부흥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후쿠시마의 희망을 표한하는 동영상 
"MIRAI 2061"공개중 

3.11 
캔들나이트 

 2018년 2월 19일, 지진재해로부터 50년 후의 
후쿠시마현을 무대로 주인공 "히카리(빛나리)"의 
반생을 손녀딸"미라이(미래)"와 함께 되돌아보는 단편 
뮤지컬영화"MIRAI 2061"를 공개했습니다.                 
할머니에서 딸에게로, 그리고 손녀에게 전해진는 
건강하고 밝은 생명, 그리고 그동안 변한 것, 변함없이 
전해내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은 
세이노나나(清野菜名)씨가, 현출신 배우 
니시다도시유키(西田敏行)씨가 출연하고 백댄서는 
현내에서 활동하는 댄스팀이 출연했습니다. 동영상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볼실수 있습니다. MIRAI2061 

농림 수산물을 비롯한 현 생산품의 판로 회복과 

개척,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교육여행 회복, 

국내외에 정확한 정보 제공, 교류 촉진, 도쿄 

올림픽·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보 제공·교류 

촉진  

 ９３３   
억엔 

“축 호놀룰루 후쿠시마 현인회 창립 95주년” 

“J빌리지” 재개장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영업을 
정지 중이던 J빌리지가 2018년 
7월 28일 일부를 개장했습니다. 
현으로서는 부흥의 심볼인 
J빌리지를 지역의 중충적 시설로 
활용하고 축구를 선두로 
스포츠진흥, 교류인구의 확대, 
원자력발전소사고의 악성루머의 
불식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를 향한 힘찬 부흥의 모습을 
발신하겠습니다. 

2018.7.28                                                   

지사 뉴욕 유엔 본부 방문 

후쿠시마의 희망을 그린 “미라이(미래)2061” 개봉중 

  2018년(헤세이 30년) 2월 19일, 지진 

재해로부터 50년 후의 후쿠시마 현을 무대로 

주인공 “히카리”의 반생을 손녀 “미래”와 함께 

회상해보는 단편 뮤지컬 영화 “MIRAI 2061”을 

개봉했습니다. 6월1일부터는(주)스튜디오 

아르타의 협력으로 도쿄도의 “신주쿠 아르타 

비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며 “MIRAI 2061”을 거리 비전 

등에서 방영을 통해 후쿠시마의 미래에 희망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도쿄 걸즈 
컬렉션에서 후쿠시마의 아이들의 
스테이지와 지사의 연설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받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부흥의 길을 걷는 후쿠시마의 
현 모습을 국내외에 전했습니다. 

2018.5.31                                                   

search MIRAI2061 

알타비전                                                 

또한 기념식에 맞추어 하와이 
주지사, 후쿠시마현 코오리 마치 
출신의 메이지 히로노 미국 상원 
의원을 표경방문(경의를 표하기 
위한 방문)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본 현의 부흥 
현황 및 대응 등 정확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풍문의 해소 및 
지진의 풍화 방지를 도모하며 
미래를 위한 대책 전략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 
현인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본 
현의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전하고 
부흥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018년(헤세이 30년) 6월 3일 스즈키 부지사가 호놀룰루 후쿠시마 
현인회 창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보내고 
이주자의 오랜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기본 데이터 

 
  
○도쿄로부터 약 200km의 위치 
○ JR 도호쿠 신간선 (도쿄 역 출발) 
    ・고리야마 역까지 약 80분  
    ・후쿠시마 역까지 약 90분  
○동일본 고속도로 
  ・도호쿠 자동차도  
    ・조반 자동차도  
  ・반에쓰 자동차도 
○후쿠시마 공항  
    ・후쿠시마 공항 - 이타미 공항(오사카)  
  ・후쿠시마 공항 -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현청 소재지 : 후쿠시마 시 
○ 인구 : 1,892,982 (2017.3) 
○면적 : 13,782km2  
    (내, 피난지역: 371km2) 

  
 교통 

   환영 

福島県 
〒960-8670 福島市杉妻町２番１６号 
  Tel (+81) 024 521 7109 
 E-mail 
sougoukeikaku@pref.fukushima.lg.jp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To update Fukushima ‘s information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후쿠 시마 현의 개요 

기본 데이터 
○ 현청 소재지 : 후쿠시마 시 
○ 인구 : 1,865,694 (2018.7) 
○ 면적 : 13,783km2  
    (내, 피난지역: 371km2) 
  
  
  
○ 도쿄로부터 약 200km의 위치 
○ JR 도호쿠 신간선 (도쿄 역 출발) 
    ・고리야마 역까지 약 80분  
    ・후쿠시마 역까지 약 90분  
○ 동일본 고속도로 
  ・도호쿠 자동차도  
    ・조반 자동차도  
  ・반에쓰 자동차도 
○ 후쿠시마 공항  
    ・후쿠시마 공항 - 이타미 공항(오사카)  
  ・후쿠시마 공항 -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교통 

Photo: JICE 

후쿠 시마 현 

후쿠 시마 현 

하버드대 존 F케네디 행정 대학원 연구팀의 
후쿠시마 현청 방문 조사 

(Team from Harvard Kennedy School) 

  후쿠시마 부흥의 진척 상황과 과제, 부흥 정책의 내용, 경제적 
부흥 발전 과제 등의 조사를 위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아널드 M 
하위트 박사와 템플 대학 연구팀 카일 클리블랜드 박사가 2018년 
7월 5일 후쿠시마 현청을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하마도리의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헤세이 30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평양 도서국 
지역 18개국가 정상등이 후쿠시마현에 모였습니다. 지사 주최 
오찬에서는 후쿠시마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식사를 대접하고 재해지 
부흥 상황 시찰 현장에서 패널 전시 및 PR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3년전인 2015년 개최 당시 보다 진전된 부흥과 매력을 전했습니다. 

제8차 태평양 섬 정상회의 개최 
(Pacific Islands Leaders) 

사모아 독립국 총리 내외를 영접하는 우치보리 지사 

福島における復興の進捗
状況や課題、復興政策の
内容、経済面での復興・発
展の課題などの調査のた
め、ハーバード大学研究
チームのArnold M. Howitt, 

Ph.D.アーノルド・Ｍ・ハ
ウィット博士やテンプル大
学研究チームのKyle 

Cleveland, Ph.D. カイル・
クリーブランド博士が、２０
１８年７月５日に福島県庁
を訪問されました。 

併せて、浜通りの現地調査
を実施されました。
2018년(헤세이 30년) 6월 

3일 스즈키 부지사가 

호놀룰루 후쿠시마 

현인회 창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보내고 

이주자의 오랜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