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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2011-11-14 내부결재

발신 월계동 방사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 및 주민 역학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 2011-11-17 월계흥화브라운빌 입주자대표

일반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시행계획 2011-12-12 내부결재

발신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용역 계약의뢰 2011-12-13 재 무 과 장

발신 방사능 이상 검출 지역 역학조사 추진 관련 협조 요청 2011-12-15 노원구청장

수신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2011-12-19 예산담당관

발신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용역 계약의뢰(재의뢰) 2011-12-19 재 무 과 장

발신 방사능 이상 검출지역 역학조사 추진관련 회의 참석요청 2011-12-19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외 3

일반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착수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2011-12-20 내부결재

발신 방사능 이상 검출지역 역학조사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협조요청 2011-12-20 민방위담당관,도로관리과장

일반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2011-12-22 내부결재

일반 방사능 검출지역 역학조사 추진 관련 자문회의 결과 2011-12-23 내부결재

일반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지역주민설명회 결과 2011-12-23 내부결재

발신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역학 설문조사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2012-01-15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신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설문조사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2012-01-30 인덕대학총장

발신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역학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2012-02-01 노원구청장

수신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역학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알림 2012-02-07 노원구 월계2동

발신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중간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안내 2012-03-20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노원구청장

발신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협조 요청 2012-03-24 국립암센터원장,(참조: 암등록통계과장)

일반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중간보고회 결과 2012-03-24 내부결재



대응내용 및 결과

대응일 대응내용 결과

2011-11-14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 개최

- 날짜/장소 : '11.11.15 / 보건정책과

- 참석 : 11명(정부, 학계, 시민단체, 서울시)

- 내용 : 대상지역 역학조사 방법

          건강검진 필요성과 범위 등

2011-12-12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시행계획 수립 : 시장방침('11.12.12)

2011-12-13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용역 계약의뢰

2011-12-15 방사능 이상 검출 지역 역학조사 추진 관련 협조 요청

지역주민설명회 개최('11.12.22)

- 장소 : 노원구 월계2동 주민자치센터

- 참석 : 지역주민 40여명

- 내용 : 방사선과 건강영향 설명

          역학조사 세부추진 진행계획 설명

2011-12-19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용역 계약의뢰(재의뢰)

용역계약체결('11.12.22)

- 용역명 :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 계약기간 : '11.12.22~'12.4.30

- 계약금액 : \90,000,000

- 계약자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12-19 방사능 이상 검출지역 역학조사 추진관련 회의 참석요청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11.12.21)

- 내용 : 역학조사 실시계획 및 조사방법 설명

          기관별 업무협의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

2012-01-15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역학 설문조사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설문조사

대상 : 노원구 월계2동 주민 및 학교(학생,교직원)

2012-01-30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설문조사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설문조사

대상 : 인덕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2012-02-01 방사능 이상검출 지역 역학 설문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설문조사

대상 : 월계2동 주민 전체

2012-03-24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협조 요청 국가통계자료 요청



2012-03-24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역학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12.3.22)

- 참석 : 서울시, 역학조사팀, 자문위원 등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