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사건 달력（각 지방별）
아
날짜

공

통

3/11
(금)

14:46 지진발생
19:03 긴급사태선언
(후쿠시마 첫째원자력발전소:이하 첫째)
21:23 반지름3㎞권내 피난지시(첫째)
반지름10㎞권내 옥내 퇴피지시(첫째)

3/12
(토)

05:44 반지름10㎞권내 피난지시(첫째)
07:45 반지름3㎞권내 피난지시 반지름10㎞권내 옥내 퇴피
지시(후쿠시마 둘째 원자력발전소：이하 둘째)
15:36 첫째 1호기에서 수소폭발
17:36 반지름 10㎞권내 피난지시(둘째)
18:25 반지름 20㎞권내 피난지시(둘째)

아

이
이

즈

즈

ＪＲ각 재래선 통행금지
즈철도 통행금지

지
미나미아이즈

아이

아이즈철도 운행재개

아이즈 철도 통행금지

아이즈철도 운행 재개

아이즈와카마츠시의 수도 전면
복구, 고속버스 운행재개(와카
마츠～니가타구간、와카마츠～
야자와구간)

3/13
(일)

나

방
날씨

현

카
북

도호쿠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도호쿠 신간센 전선 통행금지
ＪＲ 각 재래선 전선 통행금지
이자카 전선 통행금지
아부쿠마 급행 전선 통행금지

도
현

리
중

도호쿠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반에츠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아부쿠마고원 도로 통행금지
도호쿠신간센 전선 통행금지
ＪＲ각 재래선 전선 통행금지

지
현

방
남

도호쿠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도호쿠신간센 전선 통행금지
ＪＲ각 재래선 전선 통행금지

나카도리 정전복구

11:01 첫째 3호기에서 수소폭발

고속버스 운행 재개(후쿠시마〜
고속버스 운행재개(후쿠시마〜고
고리야마, 후쿠시마〜센다이 구
리야마 구간)
간)

3/15
(화)

06:10
06:14
09:38
11:00

도호쿠신간센 동경〜나스시오바라
도호쿠 신간센 동경〜나스시오바 구간 운행재개
도호쿠신간센 동경〜나스시오바
라 구간 운행재개
아부쿠마고원 도로공항〜오노 구 라 구간 운행재개
간통행금지 해제

3/16
(수)

08:30 첫째 3호기에서 흰연기 발생

현립고교 재Ⅱ기선발과 특별지 현립고교 제Ⅱ기 선발
원학교 전기선발 합격자 발표 과특별지원학교 전기
이나와시로마치 수도 전면복구 선발합격자 발표

현립고교 제Ⅱ기 선발과특별지원 현립고교 제Ⅱ기 선발과 특별지원 현립고교 제Ⅱ기 선발과 특별지
학교 전기선발 합격자 발표
학교 전기선발 합격자발표
원학교 전기선발 합격자발표

3/17
(목)

오전에 자위대 헬기로 3호기에 바닷물 투하(총 4번)

고속버스 운행 재개(와카마츠〜
고리야마 구간)

모토미야시 수도 전면복구
코오리마치 수도 전면복구

3/18
(금)

3/19
(토)

히노에마다무라 히노
에마다 소학교 졸업식

고속버스 운행재개(고리야마〜와
카마츠구간)

나카지마무라의 수도 전면복구

다테시의 수도 전면복구

고속버스 운행재개 (고리야마〜이
와키 구간)

반에츠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죠반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ＪＲ 각재래선 전선 통행금
지

수도(타이라、우치고、나코
소 일부 이용가능)

니혼마츠시가 나미에마치 쓰지
마지구의 피난민 수용을 표명

오나하마 항구에서 일부 공
용개시

도미오카마치와 가와우치무라
의 피해자 중 약 250명이 사이
타마현 스기도마치에 이동

죠반도로 이와키중앙〜미토
구간의 일반자동차도로 통행
금지해소

3/22
(화)

첫째 2,, 3호기에서
기에서 흰연기 토출
출

고속버스운행재개(와카마츠〜신
주쿠구간)

후쿠시마시의 수
수도 전면복구

3/23
(수)

첫째 2,3호기에서 흰연기 토출, 결구성엽채류, 십자화과
꽃류, 순무, 결구성엽채류(21일발표한 것 이외)의 출하정
지
본현의 우체국 택배 인수 재개
제83회 선발고교 야구대회 개막

아이즈와카마츠시. 기타가타
시. 기타시오바라무라、니시아
이즈마치, 반다이마치, 이나와 시모고마치, 다다미마
시로마치, 아이즈반게마치, 유 치, 미나미아이즈마
가와라무라,야나이즈마치, 미 치, 각 소학교 졸업식
시마마치, 가네야마마치、쇼와
무라 각 소학교 졸업식

구니미마치 수도전면복구
다테시, 오다마무라, 각 소학교
졸업식

니시고무라、이즈미자키무라、다
나구라마치、야마츠리마치、하나
와마치 각 소학교 졸업식

3/24
(목)

고속버스 운행재개（와카마츠〜
첫째 3호기에서 발부위 오염자 발생(2명)
센다이구간)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 반송,다음날 방사선 의학연구소
반에츠자동차도로 일반차량 통
에 이송
행가능

도호쿠 자동차도로 일반차량 통행
도호쿠 자동차도로 일반차량 통 가능, 반에츠 자동차도로 일반차
행가능
량 통행가능, 아부쿠마고원도로
니혼마츠시의 수도 전면복구
일반차량 통행가능
텐에이무라의 수도 전면복구

도호쿠 자동차도로 일반차량 통
행가능, 아부쿠마고원도로 일반
차량 통행가능
이즈미자키무라 수도 전면복구

3/25
(금)

반지름20〜30㎞권내 자주 피난 요청(첫째)

니혼마츠시 간이수도
(다케, 도와, 고바마)복구

반에츠니시선 운행 재개

이와키

고속버스 운행재개（이와키
〜고리야마 구간)

첫째 2,3호기에서 흰연기 토출
원유, 시금치,카키나의 출하정지

3/26
(토)

지

이다테무라의 약 700명의주민
이 토치기현에 피난 개시, 후
타바마치가 슈퍼아리나에,동사
무소 기능을 이전, 소마 항구
가 일부 복구

3/21
(월)

고속버스 운행재개（와카마츠〜
후쿠시마 구간)

죠반 자동차도로 통행금지
ＪＲ각 재래선 전선 통행금지

리

미나미소마시를 희망하는 시민
이 니가타현과 군마현에 피난
고속버스 운행재개（이와키
개시, 후타바쵸가 동사무소 기
〜동경 구간)
능을 사이타마현에 이전함을
발표

고속버스 운행재개（고리야마〜니
가타 구간)
타무라시의 수도 전면복구

3/20
(일)

마

다나구라마치의 수도 전면복구

고속버스운행재개(고리야마〜신고
고속버스 운행재개（후쿠시마〜 가야 구간)
미하루마치 수도 전면복구
신주쿠 구간)
오노마치 수도 전면복구

첫째 3호기에 방수(동경소방청 하이퍼레스큐)

소

도

야마츠리마치의 수도 전면복구
나카도리의 정전복구

3/14
(월)

첫째 2호기에서 폭발소리(압력억제실 파손의심)
첫째 4호기의 외벽파손을 확인
첫째 4호기에서 화재발생 (11:00진화)
반지름20〜30㎞권내 옥내 피난지시(첫째)

날씨

마

09;00후타바마치의 분이 마이
크로 버스로 가와마타마치에
피난 개시 19:30반지름10km권
내의 나미에마치의 분(약 1800
명)이 츠지마지구에 이동

오다무라의 수도 전면복구

이자카선 운행재개
가와마타마치의 수도 전면복구
나카도리의 정전복구

하

현립고교 제Ⅱ기선발과 특별
현립고교 제Ⅱ기선발과 특별지
지원학
지원학교
전기선발 합격자
원학교 전기선발 합격자 발표
발표

고속버스 운행재개（후쿠시마·
고속버스 운행재개(후쿠시마・고
고리야마〜나리타 구간,후쿠시마
리야마〜나리타구간)
〜와카마츠 구간)
반에츠니시선 운행재개

이다테무라의 수도물에서 잠정 진도 5강의 지진(07:12경,
규제치 3배의 요오드를 검출
7:36경, 18:55경)

반에츠 자동차도로 일반차량
통행가능

방
날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