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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제 우리 눈앞에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진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비과학적인 판단과 안이함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재난대비에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토계획,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
러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진에 대비한 법제의 정
비는 국가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행정법학회는 법제정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법학회장 이 광 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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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존경하는 한국행정법학회 이광윤 회장님,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님 사회, 발
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
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9월 20일 경주에서는 진도 4.5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의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우리 국민은 크게 놀랐으며, 정부 당국은 당황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전히 경
주에서는 소규모의 지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실상 과학기술로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사전예측을 통한 피해확산의 방지와 신속한 복구체계를 여하히
갖추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사실상 예측과
복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 그 속에서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스위스’와 ‘미국’의 선진적인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로부터의 시사점 등 그동안 법

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
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적 재난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최종적으로 법
제도체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국
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법제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iii

축 사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
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데 대
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그 후 400여 차례나 계속된 여진으
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야말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광범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커다란 피해
를 가져오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진과는 무관한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인식이 보
편화되어 지진관련 재난법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까지 정부의 방재
대책 또한 지진에 대한 대비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나라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고, 지
진의 가공할 파괴력 앞에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상,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
비를 통해 지진 발생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고,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외양간의 문제와 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더

라도 소가 도망간 이후에야 비로소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외양간의 허술함을 알게 되었으면, 외양간을 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지, 외양
간을 그대로 방치한 채 소가 도망가지 않기만을 기도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였음을 인식하였으므로, 큰 지진이 발생하기에 앞서 재난법제 중 허술
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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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현행 지진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과정이나 사법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참석한 전문가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기
탄 없이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사법정책연구원 또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미력하나마 성의와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과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각계 전문가분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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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
*

김 용 섭

Ⅰ. 머리말
Ⅱ.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ㆍ특성과 지진원인론
Ⅲ.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Ⅳ.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개선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 국내외 대표적 지진사례
(1) 복합재난의 대규모지진
지진은 자연의 힘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거나 거대한 규모로 인간 노동력의 산물을
파괴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이다.1) 대규모 강진이 도시를 덥치면 도시는 엄청난 혼돈
과 화재, 파괴의 광란 속으로 들어가 일순간에 도시가 폐허로 변해 버릴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첨단화된 오늘날 기후변화와 지구의 판의 구조변
화에 기인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대규모지진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으로 연결된 복합재난의 사례로 다음 2건의 지진
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1906. 4. 18. 새벽 5시 20분에 지진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네스트 지브로스키 Jr. / 이전희 옮김, 잠못 이루는 행성- 인간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는가, 코기토, 1997, 49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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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여 매립지 건물이 붕괴하였으며, 난로가 넘어지거나 굴뚝이 무너져 화재는
3일 동안 계속되었고 450명의 사망에 그쳤으나 가옥이 무너졌고 매립지에 축조된 건

물이 붕괴되고 기반시실이 파괴되는 등 12평방킬로미터가 되는 도심지역이 잿더미로
변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 관동대지진으로 1923. 9. 1. 지진이 발생하여 10만명 이
상이 사망하였고, 도시의 가옥과 빌딩의 20퍼센트 가량이 무너졌고, 화재가 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요코하마와 동경을 폐허의 도시로 만들었다. 1906년의 샌프란시스코
지진과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지진은 도시를 강타한 지진이면서 화재로 연결된 복합
재난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2) 리스본 대지진 (Das Erdbeben von Lissavon)
1775. 11. 1. 만성절(All Saint’ Day)에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덮친 리스본 지진2)은 유럽사를 뒤흔들었다.
리스본 지진의 배경과 관련하여, 주앙 5세의 주도하에 유럽왕실이 세운 건축물중
가장 호화스럽고 웅장하며 값비싼 건축물로 27년간의 건축을 통해 리스본 외각에 세
운 마프라 왕궁수도원의 건립에 막대한 재정과 4만 5천명의 인부가 투입되었다. 아
울러 당일 아침 9시 30분 경에 규모 8. 75의 지진이 발생하여 카톨릭 신자들이 화려
한 교회의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차에 교회 건물이 무너져 지진피해를 입게 되었고,
지진 발생 후 80분이 경과한 11시경 누구도 예상치 못한 쓰나미가 도시전체를 덥쳤
다.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임박한 폭발을 암시하는 경고를 무시하여 주민들이 막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리스본의 지진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도시를 쓰나미가 갑자기
덮쳤고 그 누구에게도 재앙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진해일에 의한 참혹한 피해는 전 도시의 가옥을 전파시켰으며, 수천명의 사람들
이 폐허속에 갇히게 되었고, 지진해일이 하구를 엄습하여 15미터의 파도가 도시를
삼켜 6만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지진, 지진해일과 화재가 동시에 이어졌고, 리스본의
화재는 4일 동안 강풍을 타고 대화재로 발전해 건물에 깔린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리스본의 2만 5천 채의 주택 중 85퍼센트가 전파되거나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

리처드 험블린 지음, 윤성호 옮김, 테라; 광포한 지구, 인간의 도전, 미래의 창, 2009,
1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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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의 지진이 발생한 날 도시안의 사창가는 안전했고 대부분의 교회는 파괴되
었으며, 수백명의 재소자들이 무너진 교도소로부터 탈주한 반면에 대다수 무고한 시
민은 사망하였다. 지구물리학의 관점에서 240년의 시간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다.
리스본 대지진의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놓고 볼테르와 라이프니츠
의 논쟁이 있다. 리스본의 대지진이후 계몽주의를 거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난 것
은 우연이 아니다.

(3) 중국과 일본의 지진사례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1556. 1. 24 에 산시성(陜西省)에서 발생
한 규모 8. 2의 대지진으로 83만명이 사망한 지진을 들 수 있다.3) 또한 중국에서
2008. 5. 12. 오후 2시에 발생한 규모 7. 9의 쓰촨성(泗川省) 지진으로 사망자 약 7

만명, 중상자 37만명, 실종자 1만 8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4)
중국의 내륙에서 발생한 다음의 2건의 지진은 전조현상에 따른 사전예방조치에 따
라 그 피해가 현격하게 달라진 대조적인 사례이다. 1975년의 하이쳉(海城)을 덮은 규
모 7. 4의 지진은 사전에 지진의 징후를 알 수 있어 주민이 미리 대피하여 인명피해
가 한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사전예고 없이 1976. 7. 28 규모 7. 1. 로 공업도시에
들이닥쳐 도시가 거의 파괴되어 242,769명 사망, 164,851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추산되는 탕산(唐山)지진을 들 수 있다.5)
일본은 지진이 일상화 된 국가이다. 관동지방과는 달리 관서지방은 지진이 많지 않
았다. 일본은 1596년 지진(규모 7. 5)과 1830년 지진(규모 6. 5) 이후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간사이(關西) 지역은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속설이 세간에 퍼졌다.6)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교토, 오사카, 고베 지역에 대지
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과학과 미신의 차이가 크다는
당시는 명나라의 가정제(嘉靖帝)의 집권 중반기로 초기에는 널리 인재를 발탁하는 등 국
정에 열의를 가졌으나, 도교에 심취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자 환관(宦官)들이 실권을 장악
하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여진족이 발흥하는 등 국력이 현저히 쇠퇴하였다.
4) 정확히 지진의 진원의 지명을 따라 원천(汶川)지진 이라고 한다.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9만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옥의 붕괴는 물론 특히 대규모 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이 막혀 많은 호수가 생기기도 하였다.
5) 탕산 지진이 있고 난 후 약 1달 반 만인 1976. 9. 9. 모택동이 사망한 바 있다.
6)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앞의 책, 18면.
3)

4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관서지방에 해당하는 1995 1. 17. 일본 효고현 남부 고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 2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한신 아와지 지
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6,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사망자의 80% 이상
이 건물의 붕괴로 인한 압사와 질직사로 인한 것이 밝혀졌다.7) 그리고 2011. 3. 11
일본 동북부 태평양 산리쿠(三陸) 해역에서 규모 9. 0의 일본 관측사상 최대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는 복합 재난의 대표적인 지진의 하나이다.8) 최대 파고 40. 5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쓰나미의 발생으로 수만명이 사망 실종되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소의 냉각수 공급시스템을 파괴했고 과열된 원자로가 폭발해 방사능유출이 초래되었
다.9)

(4) 우리나라 지진 사례
우리의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에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유감
지진은 삼국시대 약 100회, 고려시대 약 200회, 조선시대 약 1600회로 삼국시대 이
후 지진발생이 약 1,900회 달하여 역사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지진까지 포함하면
2,000회 이상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
치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이나 중국 또는 대만과 같은 나라보다 대규모 지진의 빈도가 작은 것일 뿐 지속적으
로 규모 3. 0 이상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며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10)
우리나라는 20세기 이후 해역지진을 제외하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건 기록되
고 있다. 1936. 7. 4. 지리산 쌍계사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5. 3의 지진, 1978. 9.
16. 속리산 부근에서 규모 5. 2의 지진, 1978. 10. 7. 홍성에서 규모 5. 0의 지진, 그
7)
8)

9)

10)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지진과 화산의 궁금증 100가지, 푸른길, 2010, 91면.
2016. 4. 14. 일본 구마모토의 지진과 연이은 남미 에콰로드의 강진이라는 지구상의 연쇄
재난으로 인해 최근에도 지구촌의 지진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기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이야기, 사이언스 북스, 2015.46-52면. 이처럼 지진으로 인
한 지진해일이 수반되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이 초래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
가 한반도에 일어날 경우에는 대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다.
534회의 여진 중 1. 5-3. 0 미만이 515회, 3.0 – 4. 0 미만이 17회, 4. 0-5. 0 미만이 2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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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금년 9. 12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 8의 지진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금년 발생한 경주지진은 1905년에 기상청이 인천관측소에 지진계를 맨
처음 설치하여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규모의 기록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다행히 인
명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2016. 11. 28 현재 534회 여진을 기록하고 있다.11) 경주지
진으로 경주지역의 주민은 여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가옥 등의 파괴 등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반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가 언제든지 규모
6. 0 이상의 강진이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지진이라고 할 것이다.

2. 시간축에 따른 단계별 분석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과정은 4단계 즉, ‘예방단계’, ‘대비
단계’, ‘대응단계’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왔다.12) 이러한 시간축을 고려하여 지진
재해 대책을 위와 같은 4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추가한 5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
제1단계는 지진 사전예방단계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재난관
리의 예방단계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단계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의 기회를 줄이며, 재해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
는 활동을 말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확산이나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지진재
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제2단계는 지진재해대비단계로 지진 발생이 임박한 단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단
계로 재난관리의 대비단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단계는 지진에 대한 사전 예방단계
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진재해의 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 지진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체제를 갖추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응급대처단계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단계ㄹ이
다. 재난관리의 대응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복합재난으로의 확산을 방
지하고,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단계를 말한다.
11)
12)

기상청 홈페이지정보
광의의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단계와 복구단계는 대체로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관리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관리의 특징을 갖
는 대비단계와 대응단계 만을 최협의의 재난관리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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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는 복구단계로 초기의 지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대처가 지난 후 후속
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구호활동과 복구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 급한 재난상황이 어
느 정도 마무리 된 후에 이루어 지는 구호활동이나 인프라의 복구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재난관리의 복구단계에 해당하나, 종래 복구단계가 각종 지원활동에 한정
되므로 장기적인 회복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건단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5단계는 재건단계로 이 단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재건 등 재해부흥을 위한
회복단계를 말한다. 대규모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된 경우에 지진피해 이전의 상태
의 회복을 지향하는 부흥과 재건의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왔으나, 지진재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
아 예방과 대비에 치중하였다. 재난관리의 대응과 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진ㆍ화
산재해대책법에서 상세한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재해구호법의 규율에 맡기
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진피해 이후의 장기적인 부흥 및 재건에 대하여는 입법
적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문제의 인식과 논의의 범위
(1) 2011. 3. 11.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와 일본이 위치한

유라시아 판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 중이다.13) 우리도 언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대비와 지진발생시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
근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 8의 지진과 여진현상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재난이나 복합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
킴과 동시에 지진에 관한 법학적 관심을 제고하고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는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14)
재해와 재난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다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평상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보기능을 확보하
13)
14)

지헌철, 대지진 발생확률은 낮으나 간헐적 피해지진 가능성은 상존, 국회보, 2016. 11, 44면.
대만의 경우에는 1999년 타이중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다각적인 법학적인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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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울러 견고한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진은 사전에 이
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재해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
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진에 특화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측하지 못한 강진이 한반도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
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으로 발전해 나갈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해 나갈 지진재해 대책법제를 갖추고 있는지 나아가 지진재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논의의 진행은 먼저 선행적 고찰로서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특성과 지진원인

론(II)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III)을 분석하되, 시
간축에 따른 단계별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지진재
해 대책법제의 개선과제(IV)를 고찰하되, 1. 기본적 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의 개선방향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
해구호법에 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지진재해 대책을 넘어서서 자연재해 전반에
관한 대책과 관련되므로 여기서 따로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끝으로 맺음말(V)에서
향후과제를 모색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Ⅱ.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ㆍ특성과 지진원인론
1.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
(1)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
지진이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 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
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15) 지진재해란 지구 내부의 단층붕괴 등에 의
해 지반이 급작스럽게 변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16)
15)
16)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해양 소관시설의 지진대비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2, 11, 5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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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진과 지진재해에 관하여 실정법에서 개념정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진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서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
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
는 인공지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 중에 자연지진, 인공지진은 포
함하나 유발지진은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자연지진은 지진 발생위치와 관련하여 천발
지진, 중발지진, 심발지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천발지진의 경우가 예지진
에 대한 예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매우 심각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된
다.
다음으로 지진재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2조 제1호에서
지진재해에 관한 용어정의를 두고 있다. 즉,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
動: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인근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해변에 지진해일이 수반되지만 내
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4년 12월 26
일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규모 9. 3. 의 강진이 발생하여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근 6개국에 28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진해일에 대
한 경각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서해안의 경우에는 조수간만
의 차가 커서 해변의 지진해일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해일로 인
한 복합재난은 해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나 핵심 기간시설이 있는 경우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그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이다. 지진해일의 경우 지진과는 달리 약간
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방재대책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안가 주민들이 신속히 피
할 수 있어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화산의 경우에는 백두산과 같이 분화할 예정으로 있는 화산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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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다는 대비가 용이하다. 다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분화하여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기상학 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진과 화산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
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지진은 지하에 축척된 응력이 갑자기 방출되는 현
상이며, 응력은 판 운동에 의해 축적된다. 화산도 판의 침강으로 발생한 열이 지하에
쌓여 분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는 지진발생과 화산분화가 모두 그 근원은 판운
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산이 지진의 원인이 되거나 지진이 화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현상은 판 운동이라는 부모밑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닌 것이다.17) 그 이유는 화산이 주로 활성단층에서 발생
하지만 화산이 있다고 해서 지진이 수반되거나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2. 지진재해의 특성
(1) 자연재해로서 지진의 불가피성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구별되는 특이한 재해적 특성이 있다. 그것은 미리 이를
억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짧은 시간에 대규모 재
해로 연결될 수 있다. 다시말해 지진은 매우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언제 어디서 지진
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단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가 뒤따른다.18)
태풍과의 지진의 차이는 태풍의 경우에는 그 진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지진의 경우에는 시간, 장소, 규모의 측면에서 사전
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다.
지진의 경우 사전에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전조현상이 없이 갑작스럽
게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지진은 최악의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에 있어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고,
17)
18)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지진과 화산의 궁금증 100가지, 푸른길, 2010, 23면.
매티스 레비ㆍ마리오 살바도리 공저, 김용부 공역,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기문당, 199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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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전 단계에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지진이 발생한 후에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피해의 광범위성과 복합대형재난으로 연결가능성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의 여파로 그동안 형성했던 도시와 국가의 영
광과 번영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775년의 리스본의 지
진이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1755년 포르투칼의 수도인 리스본이 무너진 결과 포르투
갈이 장기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잃었다.19)
복합재난으로 연결되는 지진은 가옥과 건축물의 붕괴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난
방 등 기반시설의 마비로 연결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게 된다. 생존의 터전을 잃게 됨은 물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처럼 재건회
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국력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의 경우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지진예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는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인지 단계별로 이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진에 유리한 건축물은 철골구조와 목조건축물이 유리하고, 콘크리트 건물은 지진
에 취약하다. 그러나 목조건축물은 지진에는 잘 지탱하나 화재로 연결되는 2차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대량의 물이
필요한데, 대만의 지진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가 붕괴될 수 있어 초기 진화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진에서 화재로 확산되는 경우에 소방당국이 제때에 진
화하지 못하게 되고, 식용의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화용수가 부족하
게 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의 진화를 못해 대형의 재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20)

3. 지진원인에 관한 논의
19)
20)

앤드루 로빈슨 지음, 김지원 옮김, 지진 두렵거나, 외면하거나, 반니, 2012. 37면.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지진과 화산의 궁금증 100가지, 푸른길, 2010, 91
면. 따라서, 초기 진화에는 소화기, 양동이의 물, 욕조에 남겨놓은 물 등이 유효하며, 초기
진화는 개인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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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원인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철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
명하는 이론으로 나뉘어 진다. 중국에 있어서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21)이 주류적 유
학철학에서 주장되었으나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구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여
천인구분론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문학적 관점과 더불어 과학적 관
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양의 인문학적 관점
어원학자들은 재해(disaster)를 의미하는 단어가 dis-(불길한)와 astro(별) 의 합성어
로부터 나왔다고 본다. 서양의 고대인들에게 재해란 나쁜 별에서 온 것이며, 지진 역
시 그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22)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지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탈레스는 지구가 바다위에 떠
있어 물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한편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
모라가 죄가 많이 있어 신의 처벌을 받아 파괴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지진으로
파괴된 것이고, 지진을 신의 분노의 징후로 여겼다.23) 이처럼 가톨릭이 지배하는 유
럽에서 지진의 원인을 신의 분노라고 보았고 계몽시대에 까지 그러한 생각이 이어졌
다. 그래서 1755년 리스본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전소된 후에 종교재판을 열어 생존
자 중 몇 명을 이단으로 몰아 이교도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24)
뉴잉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프린스는 1755년 설교에서 “현세에서 신이 내리는
심판중에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기아와
질병 그리고 전쟁은 소모적이고 무서운 재앙이지만 파괴력은 점진적이고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반하여 지진은 갑자기 발생해 그 파
괴적인 작업을 한순간에 해치워 버리며, 이에 맛서거나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25) 마하트마 간디도 1934년 인도 북부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가뭄, 홍
21)

22)
23)
24)

25)

천일상관설은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과 같은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천견(天譴)사상
과도 맥을 함께한다.
어네스트 지브로스키 Jr. / 이전희 옮김, 앞의 책, 57면.
김소구, 싱용지진학, 기전연구사, 2010, 13면.
이를 보고 프랑스의 볼테르가 1759년 그 유명한 풍자소설 캉디드를 쓰지 않았다면 인류
의 기억속에 리스본의 지진은 잊혀질 뻔 했다.
리처드 험블린 지음, 윤성호 옮김, 테라; 광포한 지구, 인간의 도전, 미래의 창, 2009,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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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진 같은 재해는 물리적인 원인이 주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26)

(2) 동양의 인문학적 관점
동양의 경우에는 전한시대 동중서가 천인상관설의 관점에서 천인감응설(天人感應
說)을 주장하였다. 동중서는 한무제 시대의 학자로 자연과 인간의 연속체적 사고를
갖고 사람과 하늘의 관계는 소우주와 대우주의 관계로 파악하였다.27) 동중서의 천인
감응사상은 하늘은 자연의 모습을 한 유의지적 최고신이라고 파악하였다. 감응의 방
식은 하늘이 인간의 행위를 감찰한 뒤에 일련의 자연현상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나
타냄으로써 인간세계의 통치자에게 경고나 상을 내린다고 한다.28)
이러한 동중서의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에도 송나라의 성리학자에 의
하여 배척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서의 하나인 중용 24장에서 “나라가 번영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나라가 쇠망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불
길한 조짐이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천인감응적 사상의 표현
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자의 사상은 동중서의 천인감응설과는 관점을
달리한다. 즉, 순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특이한 자연현상이 아니
라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재앙인 인요(人妖)라고 지적하였다.29)
동중서의 천인감응설과 같은 맥락에서 주장된 재이설(災異說) 역시 목적론적 세계
관에 따라 인간세계인 윤리적 세계가 자연계를 연결시키고 윤리적 불규칙성이 우주
의 어느 한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자연재해인 재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30) 그러나,
북송의 개혁가 왕안석은 “하늘의 변화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명대
의 사상가인 왕정상은 “하늘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 재이설을 반박하고 있다. 이처
럼 재이설은 청나라의 실증주의가 등장하여 과학적 사고가 지배할 때까지 오랜 기간
26)
27)
28)
29)
30)

앤드루 로빈슨 지음, 김지원 옮김, 지진 두렵거나, 외면하거나, 반니, 2012. 21-24면.
신정근,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태학사, 2004, 119면.
풍우 지음, 김갑수 옮김,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해- 중국의 천인관게론, 논형학술, 2008, 68면.
풍우 지음, 김갑수 옮김, 앞의 책, 93면.
동중서의 재이설은 양이 존귀하고 음이 비천한 윤리적 질서와 군주가 가장 존귀하고 일
반 백성이 비천하고 군주 한몸에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대일통의 사회체제를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윤리체제가 흔들리면 자연재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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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유교이념과 결부하여 하늘과 인간의 합일로 천과 인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천인감응설이 주류적 학설로 통용되어 왔다.31)
이에 대하여 왕충은 자진의 저작인 논형에서 “천도는 저절로 그러하고 길흉은 우
연히 들어 맞는다 (天道自然, 吉凶偶會)” 라고 하여 천인감응설을 비판하고 있다. 또
한 왕충은 “천과 인은 서로 알지 못한다(天人不相知)”, “천과 인은 서로 감하지 않는
다(天人不相感)” 라고 천인합일이 아닌 천인분이(天人分二)를 주장하면서,32) 인간의
행동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늘도 인간의 행실에 따라 보답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천인감응설을 반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왕충은 애당초 재이나 변이라는 것은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이 내린 벌은 아닌 것이며, 하늘이 견책하고 경
고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말이라고 재이설은 일축하였다.33)
우리의 경우 중종 13년(1518년) 5월 15의 중종실록에 “유시에 세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방새도
록 노숙하며 제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로(故老) 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34)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그 다음날인 중종 13년 5월 16일에 지진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먼저 그 원인으로 “이번 지진의 변괴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서 그런 것인데, 음은 소인이요 양은 군자인 것이다, 지금 소인이 있다 해
도 술책을 부릴 수가 없겠지만, 당우 때에도 사흉이 있었으나 지금도 소인이 있어
군자를 눌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조광조는 소격서
의 혁파를 상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의정과 우의정의 해직
을 청하였으며, 능력 없는 정승들의 사직읍소에 이르기 까지 인사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35) 이와 같이 인사혁신의 문제로 접근하는 조선시대 지진의 원인과
31)

32)
33)
34)

동양철학에서는 천인관계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천이 근본이 되고, 인은 그 천에 부응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용 제20장에서 인을 알려면 천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말
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2002, 16면.
중국철학연구회, 앞의 책, 125면.
중국철학연구회, 앞의 책, 131면
조선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2,059건이 되는 지진 기록이 남겨져 있고,
중종실록에 498건의 지진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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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론의 논거와 관련하여, 중종 13년 5. 15. 발생한 지진을 둘러싸고 중종실록은 방
대한 분량의 기록을 남겨 두고 있다. 유교적 전통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한무제 시대의 동중서의 재이설(災異說)과 천인상관설의 영향을 받아 중종 13년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국왕과 신하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들
여 소격서 혁파 등 제도개선과 인사혁신을 과감히 단행한 것이라고 본다. 뒤에서 살
펴보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지진의 원인에 관한 재이설은 오늘날 더 이상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일 대통령
의 행적에 대한 책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동중서의 재이설이 오늘날 까
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된다.

(3) 과학적 지진원인론
현대사회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즉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등이 주된 재난의 형태였다. 이러한 재난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행동이라 믿고 인간들은 그 재난에 의한 피해를 완화 또는 통제하기 위
한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초인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그러나 지진은 지구 내부에 축적된 탄성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땅속
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고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과학적 측면에서 지진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탄성반발론과 판구조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탄성반발론은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질학자인 해
리 필딩 레이드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조사한 뒤 제기한 이론으로 지진이 단층운
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각 일부는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인해 변형되는데 그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암석층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오늘날의 주류적인 견해는 판구조론으로 1960년대 제창되었다. 판구조론은 알프레
드 베게너(Alfred Wegener)의 대륙이동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진이 단층운동으로
발생한다고 할 때 단층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판 구조
론에 따르면 지구의 껍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암석권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이 서로 부딪치거나 밀리고 포개지기도 하면서 매년 최고 11㎝까지 움직이는 것

35)

이종수, 조광조 평전-조선을 흔든 개혁의 바람, 생각정원, 201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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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되고 있다.36) 이 이론은 종전에 주장되었던 탄성반발론과는 달리 지구의
표면이 정적이 아니고 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며 대륙과 해양이 서로 끊임없이 이
동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진대의 지진은 지구 컨베어벨트의 삐걱거림과 유사한 현
상으로 파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 변화는 인간에 의해 재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능력
이 개발되게 되었다.

(4) 지진원인론에 대한 평가
주역의 원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성, 변화,
성장,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지구 역시 이와 같은 순환을 하고 있는 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진이 자주 빈발하는 지구는 부동의 안전지역으로서
의 대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변화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지진의
원인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판구조론이 주류적인 견해가 되고 있으나, 자연과학에
의하여도 명확하게 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마의 법률가 들은 기본적으로 지진은 불가항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누구도 책
임을 지지 않는다(a nullo praestari)”는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달리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소유자가 부담한다(Casum sentit dominus: Res perit
suo dominio)”는 원칙으로 해결하였고, 오늘날까지 각국의 법학에 영향을 미쳤다.37)

인문학적 지진원인론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
정자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양의 음양철학을
현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국정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가 옷깃을 여미는 진
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자세를 다한다면 자연재해에 대하여도 최선의 방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38) 자연과학에 의해서 지진의 원인이 규명되고 있기 때문
36)

37)
38)

Donald Hyndman/ David Hyndman 지음, 이동우 외 14인 옮김, 자연재해와 재난, 시그마프
레스, 2006. 20면.
최병조,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81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과 인간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
도철학에서 말하는 소우주인 아트만과 대우주인 브라만의 관계에서처럼 천인의 상관관계
를 인정하는 것을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단칼에 배척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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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성단층위에는 자연공원을 위치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 내진구조
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법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
연과학과 인문학과 법학이 결합되는 영역이 지진법제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장과 현장책임자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잘
못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우리 국민의 법감정이 동중서의 천인상관설 내재
이재설의 영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양의 재이설은 대체로 천권으로 군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덕한 전제군주제를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유럽의 재이설은 통치자에 주안점을 놓는 동양과는
달리 전체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의 행태와 행장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고 할 것이다.39)
지진의 원인과 관련하여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할 수 없다. 지진은 우주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어네스트 지브로
스키 “리스본지진은 인간이 위험한 행성과 맺고 있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지진의 원인이 천체 우주와의 연관성을 짐작
하게 한다.40) 아울러 지진의 원인과 관련하여 과학적 관점에 덧붙여 인문학적인 관
점을 융합하여 재난관리의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대규모 지진에 대한 최선의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
였을 때 위정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점은 없는 것인지, 인사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은 것을 비과학적인 처사라고 하
기 보다는 오늘날에도 지진재해대책을 강구하는데 계승하여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39)
40)

최병조, 앞의 책, 81면 각주 121.
어네스트 지브로스키 Jr. / 이전희 옮김,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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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1. 지진재해대책 법제 상호간의 관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 등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그 법률의 명칭이 말하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기본법으로
서 다른 법률을 향도하는 우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 헌법조
항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의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
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규정)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
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
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
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연재해대책법,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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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과 관련한 개별적인 영역의 법률로는 다양한 법률이 있다. 자연재해대
책법이 자연재해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관하
여 상세한 규율을 두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41) 제1조에서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
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주요기
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밖의 대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어 재난관리법상의 4단계의 재난관리의 관점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
다.
한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
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어,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의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은 지진 등에 관한 관측과 경보의 중요성
에 착안한 법률로 지진 등의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하여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과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과의 관계는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결과 등의 통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법률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자매법이라고 할 것이다.

(3) 지진재해대책법제 상호간의 관계
지진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고, 지진
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므로, 지진ㆍ화
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별법이라고 보는 견해42)도 있으나, 재난 및
41)

자연재해대책법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제정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942
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2. 31.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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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본법이 여러 재난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해에 한정
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본법의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양자와의 관계의 효력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라는 개별영역의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다 구체화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과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과 같이 볼 것이 아니라 기본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
연재해대책법은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구체적으
로 자연재해에 특화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지진대책관련 법제
위에서 살펴본 지진재해 대책법제 이외의 그 밖의 지진대책 관련 법제로는 건축법
과 시설물안전관리법은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등 사전예방적 지진대책을 위한 규율이
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해구호법은 지진재해의 복구이후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로서 국민안전
처 소관 법률이다.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재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말하므
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제3조 및 제2조 제
2호) 구호의 종류로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영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
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같은 재해구호법은 일시적 재난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대규모 지진과

42)

전학선,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2014, 84면

20

같이 도시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를 염두에 둔 법률은 아니므로 생활재건조치
등 부흥이나 재건을 위한 사항까지 염두에 둔 법률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적으로 대통령령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할 경우 지진과 지진
해일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의 업무로서 동 직제 제13조 제3항 제
22호 및 제22의 2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의하면 지진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의 업무로 분류
되어 있다.

2. 재난관리의 단계별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1) 제1단계: 예방단계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
분하여 재난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자연재난의 일종인 지진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진의 예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은 주로 안전과 관련되는 기구를 정하고 있다.
즉, 제9조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이 2에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등의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중 제25조의 2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6조에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에서 특정관
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9조의 2에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
조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
32조에서 정부합동안전점검, 제34조의 5에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 6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5조에
서 재난대비훈련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중 제66
조의 5에서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 6에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제
69조에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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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19조에서 재해경감대책협의
회 구성 등, 제12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③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에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다. 제5조에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등, 제6조 및 제7
조에서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장에서 예방과 대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 제9조
의 2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 3에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
의회,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제11조에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에서 내진대책에 비교적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2조에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3조에서 지질ㆍ지반조사 자
료 축적 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
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 2 민간소유 건축
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관측소 및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함과 아울러 제7조에서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소 지원에 관하

22

여 규정하고 있다.
⑤ 건축기본법, 건축법, 시설물관리법
건축기준법에서는 제2조 제1호의 기본이념에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법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
은 주로 건축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법률인 반면에 건축의 안전성이나 내진의 중요성
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건축법 제48조에서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지성능확보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 제48조의 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단계: 대비단계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대비와 관련하여, 제34조에서 재난관리자
원의 비축ㆍ관리, 제34조의2에서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 4에서 기
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에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
성ㆍ운용, 제38조의 8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 9에서 재난대비
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제35조에서 재난대비훈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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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 3에서 침수흔
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등, 제25조의 2에서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
25조의 3에서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 4에서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제34조에서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에서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
37조에서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③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0조의 2에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과 제
11조의 2에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 발생이 임박한 준비단계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서 자연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3조에서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제3단계: 응급대처단계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장은 국민안전처장이 되며,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 시설 등의 방
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
사하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
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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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
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
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5조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에
대하여, 제15조의 2에서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되도록 하였다. 제15조의 2 제7항
에서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6조에서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또한 대규모 지진의 발생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이 적용된다.
즉, 제36조에서 재난사태 선포, 제37조에서 응급조치, 제38조에서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등43), 제39조에서 동원명령 등, 제40조에서 대피명령, 제41조에서 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에서 강제대피조치, 제43조에서 통행제한 등, 제44조에서 응원, 제46조
내지 제48조에서 응급조치 등, 제49조 및 제50조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
통제단의 설치, 제51조에서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지진발생시 응급대처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
을 하고 있지 않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8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에서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
43)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의 제명을 종전의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에서 위기경보의 발령 등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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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성ㆍ운영등,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기상청장은 규모 5. 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
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규모 5. 0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조기경보를 즉
시 발령하여야 한다.44) 제15조에서 긴급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6조에서 기상청 이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으나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와 같이 국방상의 목적 등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기
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복구단계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에서 재난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
58조에서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9조에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의
2에서 재난복구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60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
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되

4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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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제3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서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에서 중앙합동조사
단, 제49조의 2에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0조에
서 복구공사 발주계약 방법 등, 제51조에서 복구비의 선지급 등, 제74조에서 피해사
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③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지진재해 발생시 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④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은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서 구호의 대상은 이재민, 일시대피자와 그밖
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4조에서 구호의 종류를 1. 임시주거시
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
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
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제4조의 2에서 임시
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5) 제5단계: 재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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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에서 장기적인
회복의 관점에서 부응이나 재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재해구호법
에서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부분과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을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회복이나 재건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
하고 일시적 지원과 일부 의연금의 배분에 그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개선과제
1. 기본적 방향
(1) 외국의 입법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지진대책법제의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상호간에 서로
중첩적인 사항이 있어 재난관리에 있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
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다.45) 또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복합
재난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법체계 상호간에 중복되는 규율이 있는 반면에 입법이 공
백도 있어 지진대책이 재난관리법제의 복잡한 법령체계에서 이루어져 비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진재해 대책법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지진상
황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지진에 관한 모국(Mutterland)이다. 지진
대책과 관련하여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개규모지진대책특
별조치법, 재난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재해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입법을 가동중에 있다.
우리와 지진을 대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지진법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벤치
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진을 많이 경험하였고, 대규모 지진대응법제가 마련
되어 있으므로, 지진의 빈도가 적은 우리의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대규
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처하는 법제를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

45)

전학선, 앞의 논문,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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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대책법제가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2) 지진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총력적 협조체제 구축
지진의 피해는 가옥의 붕괴, 교량의 파손, 기반시설의 마비 등의 1차적 피해도 문
제이지만, 화재나 연쇄 폭발, 여름철의 전염병 확산 등 2차적 피해 나아가 유언비어
나 괴담의 확산과 심리적 공황상태 등 3차적 피해까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초기응
급대처 단계에서 회복단계에 이르기 까지 국가총력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담당부서인 국민안전처가 비대한 반면에 일선 지방자치행정
기구의 재난관리전문인력이 미흡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대규모 지진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경우에 공무원
이 직접 재난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상당부분의 업무를 민간대행으로 민간
에 넘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의 2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하여 현지 파견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여 재난현
장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통상적인 재난의 경우라면 재난현장에서 즉
각적이면서 신속하게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때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그러나 대규
모 지진이 발생하여 가옥의 붕괴나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 등이 확산되
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
분하여 하나의 재난형태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식으로 대처하는 기본구조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가 마비되는 사태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으므로 종
합적인 지진재해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데 신
경을 쓰고 현장의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재난극복과 피해저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던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
적으로 재난발생의 초동단계에 일련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 재
난관리의 효율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
하여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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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선방향
(1) 재난관련 법체계상 재난과 재해개념의 혼란 극복
현행 헌법에서는 재난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난과 재해를 개념
상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재난과 재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
다.46)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 신체ㆍ 재
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
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
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의 재난의 개념은 종전의 ‘자연재해개념’과 ‘인적재난개념’ 및 ‘사회적
재난(국가기반체계 마비 등)’47)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정의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사
회적 재난 중에서 경미한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재난개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통상의 재난에 비하여 국가총력적으로 대응하지 않
으면 해결이 곤란하게 되므로, 재난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합재난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강화된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대처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
다.
46)

47)

윤장근, “재해위험 피해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기능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박사
학위논문, 2004, 6면. 재난이란 용어는 영문으로는 disaster, hazard, emergency, catastrophe,
crisis, risk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말로는 재해, 재난, 위기, 위험, 위난, 리스크 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는 “해외 재난”이 라는 개념정의가 있다. 즉 해
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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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해, 자연재해 및 풍수해에 관
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
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 이에 준하
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과 ‘재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견해4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
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파
악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
협받은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Disaster)’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Hazard)’라고 한다. ‘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
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49) 한편 재해 중에서 인명이
나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앙(Catastrophe)이라고 한다.50)
그러나 재난과 재해가 원인과 결과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난과 재해는 기본적으로
혼용되는 개념이며 헌법상 ‘재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해’로 통일하는 것
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개념 속에 재해가 포
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재난이 재해보다 더 넓은 개념이
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규모가 적은 재해는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해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
정하여 재해대책 기본법이나 재난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안
전관리기본법으로 분법화 함과 아울러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하는 이분적 발상에서 벗어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 신종재난, 복합재난 등
지진이나 화산 등 각각의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를 달리하는 법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51)
48)
49)
50)

안영훈, “국가재난의 효율적 현장대응체계 강화방안”, 2009. 7. 14. 발표자료집, 5면.
최중권, “재난관리법제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6면.
Donald Hyndman/ David Hyndman 지음, 이동우 외 14인 옮김, 자연재해와 재난, 시그마프
레스, 2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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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지진 대비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
다. 중앙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
하다. 방재행정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부문과 사적부
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52)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
고, 중앙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
하다.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형 재난관리체제로 구축되
어 있는 바, 이 부분은 다른 선진국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의하
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서 긴급구조활동이 지역통제단장이나 시ㆍ군ㆍ구긴급
구조통제단장이 중심이 되어 긴급구조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실의 경우에는 재난전담직원이 제
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비전담인력의 기존업무와 병행하는 관계로 초동단계의 응급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53)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바, 재난시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속
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위기에의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위기
시의 대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첫째로, 상명하복(Top-down) 방식의 응급체제를 구
축할 것 들째로, 직원의 대응능력을 향상할 것 셋째로, 주민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 상급자치단체 및 재난관리기구와 연대 강화 등을 염두에 둘 것이다.54)
51)

52)

53)

54)

이재은,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9권 제8
호, 2014, 26면.
문현철,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위기관리연구 제3권 제2호, 2009, 97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는데 대형병원에서 재난훈
련의 실시도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室田哲男, “大規模災害における市町村の初動對應と ｢危機への備へ｣”, 自治硏究 弟91卷 弟
10号, 2015, 62面 이 논문에서 톱다운 방식에 있어서는 톱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리더
쉽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가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진두
지휘 하에 조직전체가 일체가 되어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
설하고 있다. 위기관리시 톱이 취해야 할 행동원리로서, 의심날 때에는 행동할 것,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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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 조직이 다양하
게 연결될 수 있다. 지진은 주로 복합재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진으로 유발된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수도, 가스,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복합재난과 국민생
활과 직결된 대규모,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
해서는 부처간의 협업차원을 넘어서서 긴밀한 연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대규모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에 효율적 대처가 필요함
2014. 4. 14.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여러 법률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을 통하여 재난시 적절히 대응하면서 피해확산 방지를 도
모하는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개선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개정이 복합지진이나 대규모 지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지진의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에서부터 대비는 물론 재난발생 초기의 응급적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복
구와 구호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흥과 재건조치 까지 일련의 법적 틀 속에서
가동될 수 있는 지진재해대책 법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을 비롯하여 지진대책 법제 전반을 대규모 지진이 도래하는 경우를 상정하
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지금까지 외형적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지진에 대한 대비
를 소홀히 할 경우 갑자기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이 초래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재정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몰릴 수도 있으므로 선제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대규모 재난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을 뿐,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수재난의 대처와 관련하여 국
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제14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재난실장은
“도로ㆍ지하철ㆍ철도ㆍ항공기ㆍ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

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
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

사태를 상정하여 행동할 것, 헛스윙을 하더라도 회피를 허용하지 말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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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진에 의해 복합재난이 유발된 경우를 포함시키
는 방향으로 개선될 팰요가 있다.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1) 지진의 전조현상과 쌍방향 정보유통의 중요성
지진을 미리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진해일에 대한 조기 경고는
지진 보다 해일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듣고 고지대로 피하게 될 경우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지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기도 하나, 많은 경우에 조짐이나 전조가 있다. 사전 경고기능에 따라 조짐을 발견
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고, 조짐이나 전조를 무시하다가 큰 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
동물이나 곤충들의 움직임 또는 전파의 탐지를 통해 지진의 전조현상을 알기도 한다.
동물의 움직임의 패턴 중 개가 갑자기 계속하여 짖어대거나 동물이 강진이 발생하기
에 앞서 놀래는 모습, 이상하게 한 장소에 많이 모이는 현상 등은 동물에게 육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진의 경우에는 라돈이라는 가스가 방출되나 무취이다. 또
한 폭풍전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하늘에도 지진구름이 형성되기도 한다.
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하여 지질학 내에서 확고한 이론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동물
이나 자연현상의 변화에서 이를 감지하기도 하지만, 가령 중국의 당산지진의 경우는,
다른 지방의 지진의 경우와 달리 서로 상반된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하
여 전조현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조짐은 있게 마련이다. 과학의 세계에서 P파와 S파의 차원
으로 보기도 한다. 조짐으로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견기이작(見機而
作)이나, 서리를 밟으면 머지 않아 단단한 얼음이 어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의미의
이상견빙지(履霜堅氷至) 와 같은 경구가 있듯이 자연현상인 지진현상에 앞서 그 조짐
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를 감지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아니면 무심결에 넘어
가거나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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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피해를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생활기반이 파괴된 지역에 신혹한 의료지원과 물자구호가 늦어지면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므로 시간을 다투는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쌍방향의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775년의 리스본 지진과 1976년의 중국의 탕산(唐山) 대
지진은 아무런 전조없이 들이 닥쳤다. 그런데 1975년의 하이쳉(海城)을 덮은 규모 7.
4의 지진은 미리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진동이 계속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

격파가 오기전에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어 피해가 크지 않았다. 지진의 방재시스템
의 구축과 관련하여 인간이 예측 못하는 것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과학기술의
도전이 기대된다.
지진에 관한 예보과 관련하여 최근의 예보학의 학문과 기술에 따르면 지진의 예보
기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 사실상 연구자들은 지진의 전조로
볼 수 있는 몇가지 징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원지와 시간대를 확정
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진은 예상하기 힘든 자연현상에 속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단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놓여있다.
그래서 지진의 징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기 경보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진은 2가지 파동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된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P파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에 나타나면서 신속하면서 파괴적인 부수적 파동인 S파가 바로 그것이
다. 지진계가 P파를 기록하면 S파의 전달되기 전에 지진 경보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촌각을 다투는 지진에 있어
미리 예보하여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경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지진에 있어서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붕괴될 여지가 있는 장소를
피해 넓은 공터로 피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조기경보시스템의 확보

55)

경주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라돈가스는 무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도 일종의 지진의 조짐이라고 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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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관련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지진 경보와 관련하여 기상청에서
규모 5. 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50초 내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제도 개선
을 한다고 한다. 기상청은 규모 3. 0 이상 5. 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면 5분 내에 해
당 광역시. 도에 재난문자를 보내고 규모 5. 0 이상의 지진은 발생한지 7-25초 내외
에 문자를 송출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의 경우 경보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과의 연게성이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예보를 듣거나 정보를 접하더라도
주민이 어느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현재 지진에 대비한
주민의 행동 요령이 배포되어 있을 뿐이다.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이면서 신속하게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때에만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된다. 종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데 신경을 쓰고 현장의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재난극복과 피해저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여 피해를 확
대시켰던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지닌은 그 발생이 불가피 하므로 재난의 발생을 완화(mitigation) 하고 예방하여 피
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만, 재난위험지역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개발업
자 등이 경관 등을 이유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오히려 재난을 키우기도
하므로, 일단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차원에서 재해 발생
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진위험도에 따른 리스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0조의 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만 규율하고 있을 뿐 지진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진ㆍ지진
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진예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보를 지진이 발생한 후에 하지만 지진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보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지진예보와 지진피해 발생 전 단계의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경보장치가 작동되면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엄청난 손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
보장치를 정확히 발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통신호의 색깔에 맞추어, 관측정보(청색), 주의정보(황색) 그리
고 예지정보 (적색)의 정보를 내고 이에 따라 대책을 달리하게 되는데, 예지정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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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경계를 발하고, 관측정보일 때에는 비상연략체계를 가동하지만 기기이상으로 해제
하기도 한다. 주의정보가 발령되면 재해대책을 위한 준비단게에 돌입한다. 경보발령
이 되면 교통기관도 멈추게 되므로 지진발행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하기도 한다.56)

(3) 긴급 지진속보체계와 지진예보와 경보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현행 체제는 기상청에서 알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각자 알아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게 된다.
예보와 통보의 2단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단계나 4단계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긴급지진속보에 관하여 기상업무법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57)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미한 지진의
경우에는 복합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
한 경우 신속히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초기단계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응급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지진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중대한 피해
를 유발하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완벽한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사망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적 관점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재조치가 요청된
다. 이는 적절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예보 기능과 경고시스템을 통해 달
성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제8조 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
과 등의 통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
러 제2항에서 관측결과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고 되어 있어,
직접 국민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보시에 어떤
식으로 통보하여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것인지, 평소 긴급문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56)
57)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앞의 책, 64면.
이에 관하여는 김치환, 일본에서의 지진과 해일대응법체계, 고려법학 제60호, 2011,15-20면.

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 김용섭

37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4.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의 개선방향
(1)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의 구조
지진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재해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다.58) 다시 말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국민
안전처 소관 법률로서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예방과 대비에서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제9조의 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 2),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제11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제4장 내진대책에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제12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4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장 대응에서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제18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19
조), 지진ㆍ화산 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2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구조는 ①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② 내
진대책 ③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④ 대응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은 사전 예방 및 대비에 역점을 둔 법
률이라할 것이다. 먼저 ①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과 중복되고 ② 내진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
전과리에 관한 특별법과 연관되며 ③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
보ㆍ경보전파 및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겹친다. ④ 대응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된다. 한편 사후
5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관계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서 지진ㆍ화산재해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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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복구나 재건 등 회복에 대하여 규율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진재해 대응조직
먼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습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피난처를 정하고 주민의 대피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해군이나 소방방재청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부처이기주의
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대규모 지진이 복합재난으로 발전하면 범정부
적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되므로 국무총리나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성이 있다.
지진의 규모가 6. 0 이상을 초과하여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지진이 예상
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기상청장의 정보만으로 어떤 대피와 후속적인 긴급피난활동이
연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지진대비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제1항에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이를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이란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재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대규모 재난의 범위설정과 관련
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대
규모 재난에 관한 객관적이며 보다 명확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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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장이 하고, 일정한 경우 국
무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지진의
원인에 관한 논의와 관련할 때 국가총력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직접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9)

(3)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대책
지진의 피해 중에는 가옥 등 건축물의 붕괴가 가장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인명사상
이 늘어나게 된다. 내진 설계와 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건물은
지진이 강습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재앙으로 변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위험도를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빌론의 함부라비 법전에 “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주의 아들이 죽으면 건설업자의
아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건설업자의 잘못으로 건물주의 노예가 죽으면 건설업자
의 노예는 건물주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부실한 시공이나 설
계로 인하여 내진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지진은 불가항력이
라로 할 지라도 인간이 잘못이 피해의 확대가 초래된 경우라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
은 자는 잘못 시공하거나 내진설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 건축업자에 대하
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내진기준이 1913년 제정되었는 바, 과거에 지진이 발생하였
던 지역에서만 의무화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33년까지 아무런 지진의 내진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1933년 롱비치 지진이 매우 비참하여 그 도시를 강타하
여 최초로 건물 보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학교건물의 완전붕괴 때문에 주 전체의
모든 공공학교를 보강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923년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엄격
화 하였다. 대부분이 나라에서는 하나의 법정기준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시되는데 반
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하나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금하고 각 주별로 건
축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59)
60)

60)

일본에서 내각제의 총리가 재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과 비견된다.
매티스 레비ㆍ마리오 살바도리 공저, 김용부 공역,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기문당, 1999,
1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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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깊이 70킬로미터 미만의 천발지진은 단층에서 발생하며 지각에 존재하는 모든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서만 발생하는데 이러한 단층을 활
성단층이라고 한다. 양상단층은 경상분지내 부산에서 양산, 경주, 포항, 영해로 이어
지는 총 연장 약 170킬로미터의 대규모 단층이다.61) 이러한 경주의 활단층이 문제가
된다. 활단층이란 최근의 지질시대인 제4기에 활동을 반복했으며, 앞으로도 활동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을 말한다. 경주지진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준
다. 활단층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 지진이라고 볼 때 강화된 내진 보강을 철저
히 하여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불행한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62) 이
와 같은 활단층은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단층에 월성 원
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점은 내진보강대책이 추가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지
진발령에 따른 경부선의 고속철도의 운행중지가 제대로 안될 경우 대형재난으로 연
결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활성단층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내진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내진보강을 위해 세재상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지진위험지도의 작성에 따른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며, 지진위험지도
의 공표하고, 지진위험도를 고려하여 내진기준을 달리하여 건축행위의 허가기준을 정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진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축물 가령 병원이나 지진대책 지휘본부, 긴급댚시설,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어야 지진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으로 인
한 신체적 피해는 대부분 건물이나 교량과 같은 인위적으로 축조한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붕괴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진에 대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축조와 미비한 건축물에 대한 보강을 위한 정책적 노
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6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61)
62)
63)

이기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이야기, 사이언스 북스, 2015, 217면.
가미누마 가츠타다외 지음, 김태호 옮김, 앞의 책, 30면.
변진섭,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 1998,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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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실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
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를 이행하도록 의무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64)
현재 지진위험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지진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별 내진대책을 차등있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4) 지진대책과 관련하여 물의 확보가 매우 중요
지진대비와 관련하여 비상식수와 소방용수의 확보계획이 중요하다.65) 1999년 대만
의 치치 지진66)의 경우처럼 상수도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댐의 파괴로 상수
도 전용저수지의 유실 등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유발되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도시 전역에 걸쳐 파괴되어 우선 식수공급부족
현상과 소방용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3일간 계속된 화재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지진은 화재로 연결되기 쉬우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
며, 지진으로 인하여 상수도관이 파열될 경우에 비상식수를 적시에 공급하는 문제도
미리 대규모 지진대책과 관련하여 응급조치와 대응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을 대규모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개정 필요.
당초 지진재해대책법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백두산 화산의 분화가
64)

65)
66)

권고 후에 이행을 하지 않아 대규모 지진으로 사람이 사망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
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수도 있다.
변진섭,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 1998, 138-139면.
대만은 타이중 지역에서 1999. 9. 21. 오전 1시 47분에 발생한 규모 7. 6의 지진으로, 이
지진 발생 후 대만에서 지진법제에 대한 연구와 지진을 둘러싼 법학논문이 다수 발표되
었다. 필자는 2016. 11. 15. 타이중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 치치 지진현장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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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 화산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현재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
률제명을 달리 하고 있다. 지진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백두산 화산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 경우에도 화산이 폭발한 후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로 지진대책법제에서 화산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지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지진대책에서 화산 부분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지진과 지진해일은 함께 다루어도 무방하나, 해일은 지진
의 동반없이도 해일이 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지진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진과 해일을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
다. 지진해일에 관하여는 지진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
진의 피해보다는 지진해일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으
로 옮겨 해일과 같이 다루어도 된다고 본다.
현행 법률이 지진과 더불어 화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
으나, 하나의 법률에 지진에 특화하지 아니하고 화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켜 규율
하는 것은 그 만큼 지진재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화산에 관하여는 자
연재해대책법에 별도의 장을 추가하여 규율하는 것이 지진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하나
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법정책적 방향이라고 볼 것이
다.
또한 지진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지진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예방과 대비에 역점을 둔 법률이
라고 볼 것이다.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규율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진대책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규모 지진재해를 대비하
는 데 손색이 없는 실질적인 지진 방재대책이 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67)

67)

대규모 지진은 이로 인한 1차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원자력 사고나 각종 질
병 등 복합재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지진재해 대책법제로는 이에 적절히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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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진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도 문
제이지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감각은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진
의 발생은 우리의 삶속에서 자주 일어났고 다만, 대규모 지진이 최근에 발생하지 않
았을 뿐이다.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에 대한 대비는 평소에 해
둘 필요가 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예보 기능을 단계별로 하여 이에 따라 대
처 요령을 치밀하게 하고, 발생된 지진에 대한 대처 및 피해의 경감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진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더불어 공적 부문과 민간단체 내지 자원봉
사 조직과의 연계 등 지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국가총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재건의 지진재해관리 5단계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재건의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일련의 과정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
나의 관리체제 속에서 유기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때 효율적인 재난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정립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위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은 지진
등 재난이 주는 경고적 의미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로, 모든 공직자와 재난관련 종사하는 민간인의 청렴성의 확보와 만들어진 법을
철저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방
안을 확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지진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주민대피계획
이나 임시대피소에서의 지원활동 및 재난발생시 일정한 협조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대규모 재난의 발
생에 따른 앞서 고찰한 5단계의 시간축을 고려한 단계별 대비를 위한 지진대책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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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땜질 식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이 전조현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계적으로 알리는 예보시스템을
강화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에 있어 공중의 접근권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공중에의 지진에 관한 정보공개나 직접 참가를 중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에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진 등 재난발생시에 공
무원이 재난관리를 위해 설치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의무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가
장 민감한 일반 국민이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상세한 피해상황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진과 관련하여 재난관리 담당부서는 비상통제본부 중심의 평상시 학교와 기업체
단위의 지진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은 각자가 자신

의 위험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자세로 개인적으로 지진발생시의 신속히 대피하기 위
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 대피소와
임시 수용시설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대규모 지
진이 발생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
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휴대용 전등, 구급약이나, 비상용 라디오, 식수와 비상식량
등 3일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존가방을 평소 집에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68)
끝으로, 국가차원에서는 대규모 지진에 따른 재건과 부흥을 위한 법률제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대규모 재난이 갑자기 발생하여 대처하려고
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자칫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 재정파
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68)

변진섭, 앞의 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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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
-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1)

백 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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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이라는 역대 최강 지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라는 입장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번 경
주지진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진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3.0이상의 지진
이나 유감(有感)지진의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
상 지진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지적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1) 경주지진 이후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재난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와 함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9.12 지진의 여진은 2016년 12월 2일 기준으로 총 536회 발생하였
으며, 1.5~3.0 미만: 517회, 3.0~4.0 미만 : 17회, 4.0~5.0 미만 : 2회 발생하였다. 1978년 이
후 2015년까지 규모 3이상의 지진과 유감지진의 횟수는 최근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규모 3.0이상의 진진은 실내의 일부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며, 유
감지진의 경우 지진동을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진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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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국회에서는 내진설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기도 하다. 지진재난은 특히 여타의 자연재해와 비교하더라도 언제, 어디
서, 어느 정도수준으로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재난으로서 관리될 만큼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진
재난관리에 대한 방향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지진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그 어떠
한 재난보다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현황이나 강도를 고려할 때 다른 재난관리와 비교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진재난에 대해서
는 과학적인 예측을 토대로 제도적인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제는 다수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특히
지진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에
관해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이외에도, 자연재해 중 지진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독립법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그 외에도 지진재난과 관련하여서는 ｢재해구호법｣을 비롯, 다수의 개별법제
가 연계되어 있다. 지진법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재난관리법체계에 대해서는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규모 3이상
5
17
6
10
11
10
7
11
12
4
4
13
3
7
7
7
11
11
14

유감횟수
5
8
1
3
8
4
2
6
9
5
1
4
4
8
5
4
8
8
13

총 횟수
6
22
16
15
13
20
19
26
15
11
6
16
15
19
15
23
25
29
39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규모 3이상
8
7
16
8
7
11
9
6
15
7
2
10
10
5
14
9
18
8
5

유감횟수
8
9
22
5
6
9
12
10
6
7
5
7
10
5
7
4
15
11
7

총 횟수
21
32
37
29
43
49
38
42
37
50
42
46
60
42
52
56
93
49
44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trend.js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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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문헌에서 이를 비판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재난관리 체계 역시 조직
적이지 못하다는 점, 재난정보의 관리 및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재난관리의 주된 역할을 국가가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이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조직차원에서의 개편일 뿐 실질적인 내
용상의 변화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2)
재난관리법제는 국가의 재난관리책임을 전제로,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ㆍ대응, 재난
이후의 복구와 재난 이전으로 돌리는 복구까지의 일련의 단계에서 규율해야 하는 사
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법제 중 행정법적 영역으로 포함되어
발전된 부분은 안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예방단계, 그리고 명령적 조치가 수반되
는 일부 대응단계이고, 재난발생시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대비법제와 대응법제에 대
해서는 행정법적 규율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재난관리행정은
대응시점에 따라 작용형식을 달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대비와 대응단계는 많은 부
분 법적 규율사항이 아닌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
건을 비롯한 대규모재난 이후에는 국가가 수행했던 대비나 대응이 충분한 수준이었
는지에 대한 논란은 대체로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배상 논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대비와
대응단계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행하였는지, 이에 대한 평
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의 재난의 양상이 대규모화되고 있고, 복잡한 성격을 보이면서 국가가 재난관리
책임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이유로,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는 물론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
리단계 중 대비와 대응부분은 이러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을 포함한 각 주체
권한용, “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시사점”, 동아법학
제71집, 2016. 5, 138면;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
법연구 제68집, 2015. 2, 218면; 황창근 외, “재난관리와 국가배상”, 홍익법학 제16권제1
호, 2015, 786면 이하.
3) 한편으로는, 공사법적 영역의 접점으로서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
으나, 지진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진재난 피해 이후 복구단계에서 적용되는 논의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 발표문에서의 논의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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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 있는 역할이 성공적인 재난관리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문은 이와 같은 협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진대비와 대응에 관한 법체
계를 검토하고, 지진재난 대비 및 대응단계에서의 법체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진재난은 그 원인은 지진이나 지진 이후 화재, 폭발, 붕괴 등 피
해의 확대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재난관리법제와는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
한 대비ㆍ대응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진과 연계된
해일은 논의에서 제외하며, 복구단계와 관련된 사항은 성격이 다르고,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므로 대비ㆍ대응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지진과 지진재난의 의의, 지진재난관리의 특수성 등을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재난
관리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청에 대한 논의와, 각 주체별, 재난관
리단계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Ⅱ). 이후 협력적 관점에서 현행 지진재난
관련 대비ㆍ대응법제를 구분하여 지진 대비 및 대응법제의 규율사항을 검토ㆍ분석한
다(Ⅲ). 이를 통해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비롯한 재난관련법제에서의 대비
ㆍ대응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Ⅳ). 이와 같
이 지진재난관리법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에 기여하는
데 본 발표문의 의의가 있다.

Ⅱ. 지진재난관리에 관한 국가책임 및 방식
1. 지진재난의 개념 및 재난관리의 특성
(1) 재난 및 지진재난의 개념
재난이라는 용어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재난을 “보
통이 아닌,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람의 사회생활이나 인명이 받
는 피해. 폭풍우, 지진, 홍수따위에 의한 재난으로 작물이 피해(被害)를 입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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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재난은 “적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전시재난, 평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주요사고인 평시재난, 자연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인 자연재난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4) 이와
같은 용어를 종합하면 재난개념은 반드시 하나의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기
도 하고, 크게 구별의 실익도 없어 보인다. 특히 과거 재난과 재해의 개념을 인적재
난과 자연재해로 구분하던 것과 달리, 현재 재난의 발생원인이나 양상을 보면 재난이
나 재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법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제3조는 “재난”
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6) 또한 ｢자연재해대책법｣7)제2조 역시 자연재해의 개
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로 한정하고 있다.
지진(地震)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지구 내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발파나
핵실험과 같은 인공적인 폭발에 의해 발생한 지진파가 사방으로 전달되어 지반이 흔
들리는 현상”8)으로 설명되며, 지질자원연구원의 학술적 개념정의에 따르면 지진은
‘탄성에너지원으로부터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일으키는 지구의 진동’으로 정의한다.9)
네이버 용어해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0426&cid=50298&categoryId=502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에 관한 사
항을 하나의 법률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6)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
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7) ｢자연재해대책법｣은 1967년 2월 28일 제정된 법률로서,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4406, 2016.12.3. 최종
방문).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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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며, 동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진”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
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지진은 그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보다는 지진재난, 혹은 지진
재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진재해는 광의의 재난개념에
포섭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10)제2조제1호는 지진재난을 “｢재
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11)

(2) 지진재난의 성격
지진재난은 일반적인 인적재난과는 그 원인적 측면에서 상이하며, 여타의 자연재난
과 비교할 때도 특수성을 가진다. 우선 지진재난의 경우 다양한 복합적인 효과를 가
져오는데, 지진발생시 지면의 진동으로 건물붕괴나 기반시설이 파괴될 수 있고,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해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제2차적인 재해로 확대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존을 위
한 기반 역시 함께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진재난은 지진 자체는 물론이고 이
에 부수하는 재난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지진방재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장정태ㆍ김대원, “지진재해를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책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3호, 2011. 6, 204면.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2008년 3월 28일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 및 대비, 내진
대책, 지진에 대한 대응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지
진재해대책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2011년과 2013년 일부개정을 거쳐 2015년 7월 24일
에는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포함하고 제명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진등은 예측불가능하고 대규모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나, 종전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진등의 관측ㆍ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포함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월 21일
제정하였다.
11)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自然災難),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自然災害)로 규정하는 등 혼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일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합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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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한 재난유형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비ㆍ대응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재난유형에 대한 대비ㆍ대응 활동 간에도 효
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한편,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지진의 피해범
위가 전국으로 미칠 수도 있는 등 재난의 피해범위가 넓을 수 있고, 지진 발생시 병
원이나 대피소 등 사회기반시설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파괴되는 경우에는 타지
역에서의 원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 자체 내에서의 대응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응이 불가하고, 재난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12)

(3) 지진의 특성에 따른 지진재난관리의 특수성
재난을 위한 전단계의 활동에 관해 재난관리법제 혹은 방재행정법제에서는 재난의
예방(preven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네 단계로 구
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난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제2조제3호에서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목적은 최대한 재난발생을 저지하고, 재
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재난 이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이다. 재난관리의 각 단계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단계별 목적과 활동수단을 가지
고 있고, 각각의 단계별 의미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우선 예방과 대비의 경우 재난발생 이전의 단계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고, 실제 입
법에서는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예방과 대비를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방이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
동이라면 대비의 경우에는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안전관리법상의 점검, 검사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3) 이에 반해 대비란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
12)

13)

이러한 측면에서 지진재난의 특성에 대해 복합성ㆍ지속성ㆍ다양성ㆍ제한성ㆍ유동성을 들
고 있는 문헌으로는 장정태ㆍ김대원, “지진재해를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책 연구”, 한국위
기관리논집 제7권제3호, 2011. 6, 212-213면 참조.
실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은 재난관리법으로 개별적인 시설물이나 제품등의 안전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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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육ㆍ
훈련을 통해서 위기상황 발생시 곧바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높
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대응과 복구는 재난발생 이후단계로서, 대응은 재난발생
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는 물론,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응
활동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으로서, 조직과 자원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또한 2차적인 재난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반조치등도 이 단계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복구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이후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사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관리는 하나의 단계만을 강조하거나, 각각의 단계별로
독립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선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진은 일반적인 재난관리와 비교하여 예방단계와 대응단계에서 좀 더 특수한 성
격을 보일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
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지진방재”로
용어정의하는 등,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관리라는 용어 대신 방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방단계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은 아예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예방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
다.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아예 재난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예방의 목표로 할 것이
지만, 자연재난의 예방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본다.14) 대응상
의 관점에서도 지진은 지진발생의 피해가 여러 가지 방식의 다른 재난유형과 복합화

14)

기 위한 안전관리법을 구분하기도 하고, 안전관리법은 관리 가능한 재난에 관한 법으로,
예견이 불가하고 피할 수 없어 계획수립이나 조직구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 관리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법은 재난관리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 Stober/S. Eisenmenger,
Katastrophenverwaltungsrecht - Zur Renaissance eines vernachlässigten Rechtsgebietes, NVwZ
2005, S.127ff.).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실제 현행입법에서는 예방단계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예가 많고, 이는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구체적으로는 재난관리단계
상의 예방과 대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이 사전예방과 함
께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위험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수단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
법연구 제68집, 2015. 2, 215-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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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지진발생 그 자체 보다는 복합화된 다른 유형의 재난에 대한 해결
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비와 대응시 유관 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어도 지진재난의 경우 일반재난과 달리 예방
의 역할 보다는 특별하게 대비와 대응, 그리고 복구에서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2. 재난관리임무의 주체 및 임무수행방식의 변화
(1) 재난관리임무의 주체로서의 국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립목적이고, 국가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권력의 독점이 정당화되므로,15) 지진재난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해야 할 재난관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국가가 재난관리를 통하여 국민
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주로 기본권 보호의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16)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여 자연재난의 경
우에는 제3자인 사인에 의한 기본권 보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
다.17)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이 개인이 스스로 예방할 수 없는 수준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지는 개인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본질적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존립목적을 굳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국
가의 재난관리 임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재난관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임무의 근거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과 관련하여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Schoch, in: Schmidt-Aßmann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3. Aufl., Kap. 2 Rn. 1f.;
A. Walus,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2; K. Pohlmann, in, Hans-Jürgen Lange/Christoph Gusy (Hrsg.), Kooperation im
Katastrophen- und Bevölkerungsschutz, 2015, S.98.
16)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기본권보호의무로 보는 견해는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제4호, 2010. 11, 33면; 조
성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
권제2호, 2010. 6, 3면; 최승필,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ㆍ제도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6권제1호, 2012. 2,
18면 참조.
17)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2007. 8, 133면 참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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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임무로 이해하여야 한다. ｢헌법｣ 제34
조제6항에서 “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헌법｣ 제34조제6항을 자연재해에 국한하여 국가의 책무를 규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의 재난관리의무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 될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재난이 전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재난범주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는 국가의 포괄적 의무를 포함하여 ｢헌법｣ 제34조제6항을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임무를 사회국가의 과제에서 도출하는 견해”18)는 국민에 대한 위험방지, 안전확보의
무를 지는 국가의 존립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즉, ｢헌법｣ 제34조제6항
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19)
그러므로 재난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재난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법이라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임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연
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은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8)
19)

한수웅, 헌법학 , 법문사, 2013, 1030면.
백옥선,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
로”, 중앙법학 제16권 제2호, 2014. 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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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의 양상에 따른 책임 이행방식의 변화 요청
국가에게 재난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나, 국가가 이러한
재난관리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의 효율성이나 체
계성을 이유로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세월호사건 때에는 재난관리의 대응차
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국가의 재난관리책임 이행방식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한 바 있다. 과거에는 재난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국가의 재난관리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재난의 양
상이 대형화ㆍ복합화 됨에 따라 국가 스스로 모든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ㆍ인력을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의미에서 재난관리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더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21)
그동안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크지 않았으며, 이는 재난관리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임무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민간이 재난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재난관리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주체만으로는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요하며,22) 한편으로는 분야별로
는 민간의 전문성이 국가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 공공분야에 있던 많은 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으
로 넘어가면서 과거 국가의 재난관리 범주에 포함되었던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
공기관등의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별도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에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20)

21)

22)

일본의 격언인 “구원 3개월, 복구 3년, 부흥 30년(救援３か月，復旧３年，復興30年)”은 재
난관리 전체 단계에서 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長谷部俊
治, 災害対策法制の有効性―その構\造的課題―, 28면.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5권제1호, 2010. 6, 125면.
C. Gusy, in : Hans-Jürgen Lange/Christoph Gusy (Hrsg.), Kooperation im Katastrophen- und
Bevölkerungsschutz, 2015,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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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민간과의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하는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단순히 협력하거나,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다. 예컨대 방재행정절차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으
로 방재보호관을 두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
시자 및 시민보호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등이다.24) 재난관리임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주체와 민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난관리를
公(Public Setor)과 私(Private Sector)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역무로 보기도 한
다.25)

(3) 재난관리임무 수행의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임무의 주체인 것은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재난관리의 1차적 책
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난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재난관리임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개별적인 재난관리조치의 주체를 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기
는 하다. 최근 들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재난관리임무를 수행하는 것의 한계가 지적
되면서,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와는 별개로 재난관리임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경우 재난현장과 가깝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재난관
리임무의 1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난관리임무는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로서,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만 다양한 주체가 혼란스럽게 지휘체계가 없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재난관리임무 배분시 재난관리 활동의 유형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3)

24)

25)

김해룡,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PPP”, 외법논집 제36권제1호, 2012.2; 사인이 재난경감을
위한 안전임무에 참여하는 것의 문제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Stober, in: Kloepfer (Hrsg.),
Katastrophenrecht: Grundlagen und Perspektiven, 2008, S. 49 참고.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2,
230면.
김해룡,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PPP”, 외법논집 제36권제1호, 201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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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임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뿐만 아니
라, 국민의 협력도 필요하다.26) 재난관리가 국가임무임과는 별개로 국민 스스로 자신
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적 방재활동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사인
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여러 조치, 예컨대 재난대
비단계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재난대응단계에서의 경보 또는 대피명령ㆍ퇴거명령 등
에 따르는 것 역시 국가임무를 사인이 협력하고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법
적으로는 대응과정에서 재난관리기관의 강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서도 대응조치에 불이
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는 이유이다.27) 개인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
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개인이 국가의 재난관리조치에 따르는 것은 개인의 생명ㆍ
신체에 대한 보호는 물론 사회전체적인 공익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소극적인 협력으로 보아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서 “국민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
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가능하다.

3. 재난관리단계별 재난관리주체의 역할 논의
(1) 재난관리 협력 및 역할분담이 필요한 재난관리단계
현행 재난관리법제는 재난관리단계별로 여러 가지 재난관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
거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단계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로
구분하더라도, 각각의 단계는 재난의 관리를 통한 위험방지 및 안전확보라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26)

27)

재난관리의 책임을 구분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재난관리법과 기준을
정립하는 입법책임, 임무수행조직에 관한 책임인 보장책임, 임무조치의 수행관할에 관한
수행책임, 기타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책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C.
Gusy, in : Hans-Jürgen Lange/Christoph Gusy (Hrsg.), Kooperation im Katastrophen- und
Bevölkerungsschutz, 2015, S.69f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40조의 대피명령이나 제42조의 강제대피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이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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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각각의 재난관리 단계별로 모두 재난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
체, 민간 영역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재난관
리단계에서는 각각 그 세부적인 목표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과 업무분담
의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간협력 및 역할분담의 대상이 되는 임무
재난관리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 조직에서 우선적인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민간에의 이양 문제 등과는 다른 국면의 논의이다.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 공적 주체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이 문제되는 것일 뿐,
누구를 주체로 하더라도 국가의 재난관리책임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그러나 민간에게 재난관리임무를 부여하는 것, 재난관리임무를 어디까지 부여
할 것인가는 검토를 요한다.
어느 범위까지 재난관리임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임
무론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임무를 공공임무와 공임무
로 구분할 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공임무의 경우에도 완전하게 민간에 넘기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재난관리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는 민간에서 수행
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에 대해 감독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공
임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전제 역시 국가가 직접 재난관리를 하는 것과 적어도 동일
한 수준으로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거나, 그것 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임무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일차적으로 하는 재난관리임무에서 그 수행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임무는 ｢헌법｣에 의하여 그 당시의 국가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되
는 것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국가임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적주체
등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28) 정리하면 국가임무로서 재

28)

E.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Grundlagen und
Aufgaben der verwaltungsrechtlichen Systembildung, 2.Aufl., S.154ff., 백옥선, “해상재난관리
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6
권 제2호, 2014. 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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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리임무는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재난
관리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여야 하며, 여전히 국가의 책임으로 두면서 질서행정법의
대상으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29) 이러한 면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재난관리의 목적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민간영역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3) 재난관리단계별 협력 및 역할분담의 범위
협력 및 역할분담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역시 재난관리 단계별로 달
라질 수 있다. 민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보장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완전한 민간이양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질적
인 부분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임무의 일
부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일부를 상정함에 있어 재난관리 단계의
전체 중에서 일부를 나눌 수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재난관리단계별로 일부씩만 민
간과 협력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난예방ㆍ대비
는 국가가, 대응ㆍ복구는 전적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이를 전적인 이양으로 이
해할 것인지, 일부의 이양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생각건대,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거쳐 민간의 협력이 요구되며, 그 협력범위는 재난
관리 단계별로 이해하여야 한다. 단계별로도 민간에게 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지 않
는 것은 민간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는 재난관리책임을 지기 때문이며, 어느
한 단계의 재난관리임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재난관리임무를 충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0) 민간협력이나 역할분담은 재난관리
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국가에게는 여전히 재난관리임무가 있으므
로, 1차적인 대응주체를 민간으로 하여 국가는 이를 단순하게 지휘하는 방식으로 대
응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31) 즉, 민간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의 정도는 각각의 재난
29)

30)

예컨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재난행정청의 경우 행정청을 질서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
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재난행정청은 질서행정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업무는
경찰과 같은 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A. Walus,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4).
M. Wendekamm und M. Feißt, in, Hans-Jürgen Lange/Christoph Gusy (Hrsg.), Kooperation im
Katastrophen- und Bevölkerungsschutz, 2015, S.18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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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단계별로 상이하게 보아야 한다. 특히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
기 위한 급박하고도 직접적인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제거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찰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이
러한 점에서 재난의 대응단계는 경제적 논리나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응조
치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국민을 재난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역량은 직접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Ⅲ. 협력적 관점에서의 현행 지진대비ㆍ대응법제 검토
1. 현행 지진재난 관련법제의 체계
지진의 관리와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기타 지진관련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진재난에 관해
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동
법 제8조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만, 현행법체계상으로는 지진재난을 포함하는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의 유형을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ㆍ해일 등으로 구
분하면서, 지진ㆍ해일에 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율하
고 있다. 그러므로 지진재난과 관련하여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가장 우선 적
용된다. 동법제4조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에 관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인에 의해 자연재해방재의무가 대신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국가
가 의무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로는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115호, 2010.2,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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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마
찬가지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재난관리 사
항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되는 구조로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32) 대응과 복구에 관해서는 상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
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중 대응부분은 주로 ｢자연재해대
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복구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이 함께 적용되
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33) 이와 같이 지진재난에 대해서도 일반적 재난관리법이 복
합적으로 적용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지진에 관한 규율을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2. 지진 예방 및 대비단계 규율사항
지진재난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서는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설해, 가뭄의 예방대비에 대해 규정할 뿐 지
진대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비
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제34조), 재난현장 긴급
통신수단의 마련(제34조의2),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제34조의3),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제34조의4),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5),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재

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34조의8), 재난대비훈련 실시(제35조)와 같은 조문으로
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된다.

32)

3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제3장에서 예방과 대비, 제4장에서 내진대책에 관한 사항, 제5
장에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제4장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
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제4장의 내진대책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예방관련사항이고, 관
련개별법상으로도 예방적 성격을 가지므로 예방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는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구와 관련
하여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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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및 정책조직 설치
1)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대책
본부장에게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
진사항,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사항, 기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
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아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
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 수립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
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시행계획에는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
진방향,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것
이라면, 특정시설물이나 지역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시 긴급대피, 비상운영
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
해대책법｣ 제37조는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역시 내진설
계 대상 시설물이 포함된다.34)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재1항에 따르면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은 공항시
설 중 여객터미널 등,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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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2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진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관리주체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진에 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하는 관리주체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
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이 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일정수준을 법령에서
정함으로써 민간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3) 정책조직으로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설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은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한 종합계획, 국가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 내진보강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장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이 심의회의
사무는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지진ㆍ
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앙대책

등,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소, 전기통
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
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기타 공공에
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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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2) 지진관측ㆍ예측 및 정보수집ㆍ관리
1) 지진관측 및 계측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
법｣ 제5조는 기상청장에게 지진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관측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려는 관측기관35)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등을 포함한 관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진
ㆍ지진해일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관측 즉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6) 통보해야 하는 관측결과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來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국
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
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이다. 통보기준은 ｢기상법｣ 제2조에 따
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통보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담당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
해 정보를 연계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문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과 같은 시설물

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

35)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을 종합하면 관측기관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력관련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관련조사ㆍ연구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다.
한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기상청장이 국내외
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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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지진
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시설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에 청사, 국공립으
로 설치되는 건축물, 원자력시설, 가스시설 등의 위험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다.37) 이
러한 시설 역시 지진피해시 위험성이 크거나, 유해하여 공공의 안전에 영향이 큰 건
물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조
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관리의무와 함께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계측 후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의 공유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3)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등

지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진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
요가 있으므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국적으로 지
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진위험지도
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하므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와 함께 변경이 가능하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

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ㆍ
변경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작된 국가지진위험
지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제작하는 지진위험지도
3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
축물, 공항시설,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가스공급
시설 중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저장시설, 고속철도, 원자력이용시
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발전
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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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별개로 지역대책본부장도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전체의 지진위험지도와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4) 해안침수예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와 함께 지진해일 발생시 해안이 어느 정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지진발생시 해안지역이 침
수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여 침수예상도를 제작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해안침수예
상도의 제작과 활용의 주체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며, 모두 지진재해
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하고 활용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각각의 주체에게 해안침수예상도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
하고 있다. 우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실제 작성ㆍ보존할 의무와 함께,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해안침수예상도나 침수흔적도를 활
용하여야 한다.
5)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관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
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한정할 것이 아니므로, 정
보 및 자료관리에 관해서는 재난책임기관 전체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
임기관으로서,38)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시 중요한 협력 및 역할분담의 대상이 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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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추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
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들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조사자와 조사방법,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
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진설계와 관련한 내용
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설정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
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과 같다. 재외공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
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
청,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
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방송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댐등의 설치자(관리자
포함),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재난방송 사업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석유
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
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마사회, 지방자치단체 소
속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고속도로
(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코레일공항철도
(주), 서울9호선운영(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사단법인 한국선급, 한국원
자력환경공단,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
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전철(주), 신분당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
(주), 경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남부도로(주), 해양환경관
리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센터,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ㆍ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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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재해의 예방 혹은 대비단계에서 가장 많은 논
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내진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실질적으로 내진설계와 관
련된 사항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진발생시 재난우려가 있는 일정한
시설39)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내진성능의 목
표 및 공통적용 기준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
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계법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한 조항
으로서 별도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해지기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진대비를 위한 관
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내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지진피
해를 입었을 때 사회적 피해나 위험성이 큰 경우등 공익적 측면이 강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다(약칭). 특정건축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공항시설, 국
가하천의 수문 중 일정한 수문, 특정저수지, 다목적댐, 교량ㆍ터널,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
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시설, 석유정
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저장시설, 송유관, 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
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철도시
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공동구, 학교시
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궤도, 유기(遊技) 시설 및 기구, 종합
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방송통신설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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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
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의 기본방
향,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므로, 중앙
대책본부장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
진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대책에 따를 것을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진ㆍ화
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가지고, 중앙대책본부장
이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추진결과를 공시
하여야 한다.
3)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

현재 공공건축물과 달리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므
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내진성능이 있는 건축물
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지원 근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자와 보험료율 산출기관에게 지진재해 관련 보
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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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의 내
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4)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조치
1)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는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고, 대피소 및 대피로를 정비하는 등 지진해일발
생시를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부과하
고 있다. 주민대피계획의 경우 해당지역과 가까운 관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
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정
보 전달체계,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 표지판과 대피
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 등이 포함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진
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대책본부장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
민에게 알려 주민이 대피장소등을 평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지진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재난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평소의 교육과 훈련에서 비롯된다.
“재난현장에는 일원화된 사고지휘 및 응원조정체계와 공공정보, 정보통신 지원, 방재

자원지원 분야 공통협력이 필요하고, 최근의 재난유형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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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역량과 고유기능에 대한 협업행정기반의 횡적ㆍ
종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40)는 이유에서 일반적인 재난대비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 제35조, 이에 따라 제정된 국민안전처 예규
인 “재난대비 훈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지진재난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 제11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
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고 하여 의무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의 주기나 방법에 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5) 자원관리 및 응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자등을 비축관
리할 의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재난 발생이후 응급조치시 필
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기관ㆍ단체ㆍ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은 반드시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응원을 요
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0)

재난대비 훈련지침[국민안전처예규 제72호, 2016.11.28., 일부개정] Ⅱ. 1. 훈련 필요성. 본
지침의 경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6조제4호ㆍ제34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 분야 훈련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진은 예외조항이 없는 이상 본 훈련
지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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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대응단계 규율사항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규율사항
1)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8조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
산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
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제3
항에서는 명문으로 이러한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민간에 대응체계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는 경우와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
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에 의뢰할 수 없다.
지진활동에 대한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지진ㆍ화산재
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
관측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지진관
측자료를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 발생시 지진의 영향으로 관련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여 즉각적으로 피해시설물로부터 주민을 대피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지진ㆍ화산재
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설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즉 위
험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지진발생시 신속하게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
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기초자지단체들이 지역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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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대체로 조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 하에 구성되고 운영되
며, 그 평가단원은 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
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도 평가의 대상은
지진발생 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물이며,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조례에서는 위험도
평가실시 이후 현장에서의 위험표지, 사용제한 표지, 사용가능 표지 등을 붙이고, 시
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등 시설물과 관련한 대응활동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긴급지원체계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는 자연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
관은 중앙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지역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및 시ㆍ
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업무별 지
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긴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재해 중 지진에 관련하여서는 ｢지진ㆍ화
산재해대책법｣ 제19조가 ｢자연재해대책법｣상의 긴급지원계획 수립과의 관계를 정하
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및 시ㆍ
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 수립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재난 경보 발령에 관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재난발생시 대응조치에는 재난 관련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보
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지진경보와 관련
하여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아니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관한 법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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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41)이 아니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보
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상청장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
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기상청장은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
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로 하고 있으
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방송을 요청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기상
청장 외의 자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도
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
측 결과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가 가능하다.

(3) 지진재난 대응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응 관련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재난 발생시의 대응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
항 외의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진관련법제의 체계상 대응활동에 관해서는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여러 대응제도와 함께 검토가 필요
하다.
대응을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첩적인 재난

41)

2016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보제도가 개정되었다. 동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신속한 방
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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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조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
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장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대응 전담기관인 재난관리주관기관42)과 재난관
리주관기관에서 설치하는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있으며,
지역조직으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안전관리위원회, 시ㆍ도 및 시ㆍ
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상황
실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진재난의 경우에도 재난관리의 주체는 중앙이며,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조치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사태
선포(제36조)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제37조), 대피명령(제40조), 강제
대피조치(제42조), 통행제한(제43조)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다. 기타 국민안전처장관
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시 민방위대 동원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직
원 출동 또는 장비ㆍ인력 동원 등에 관한 동원명령(제39조), 응급조치시 필요한 응원
(제44조)의 근거 조항이 있으며, 시ㆍ도지사ㆍ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ㆍ지역통제단장

의 응급조치(제46조~제48조)에 관한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내용이
이에 포함된다.

Ⅳ. 지진대비ㆍ대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체계적 문제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간 체계 불명확의 문제
지진재난의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 관련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이고, 더불어 지진재난경
42)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정한 기관으로서, 지진의 경
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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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도 연관된
다. 비단 지진재난만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로 산발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제는 법령간의 체계가 불명확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법적용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43)
물론, 재난관리의 근거를 다수의 법률에 규정하는 체계 그 자체가 혼란을 가져온다
는 의미는 아니다.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ㆍ화
산재해대책법｣은 그 목적이나 규율대상의 특성을 보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이유를 미루어 알 수 있고, 이러한 법체계는 방대한 재난관리 규율사항을 담기 위해
형식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진재난의 예방부터 발생시 대응까
지 법적 규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비롯하여 ｢자연재
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상의 규율 중 지진재난과 관련하여 적용되
어야 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지진재난 발생시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 이외에도 재난관리에 필요한 규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지진재
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나, 모든 조항이 지진재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
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지진발생시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진재난에 적용될 수 있는 대비나 대응법제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지진재난관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지진재난에 당연
히 적용되어야 하는 재난관리 사항에 한정해서라도 종전의 재난관리법제와의 관계,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개별 제도 간 실질적 연계성 및 실효성의 문제
한편으로는 재난관리법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재난관리
법 간의 조직이나, 계획은 물론 재난관리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 근거
43)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제의 체계를 비판하는 논문으로는 박진우, “국가
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8권제1호, 2012. 4; 박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5집제4호, 2015.12; 이순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의 재난관리법제의 연구 , 한국
법제연구원, 2009.10; 조성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
국위기관리논집 제6집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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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유사하면서도 상이하여 각 재난관리법상 규정들 간에 어떠한 위계를 가지는지
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재난관리법 간의 적용관계에 대해서는 각 법의 다른 법률
과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조문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형식적인
연계조항이 없고, 해석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진ㆍ화산재
해대책법｣상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무총
리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는 결국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가 심
의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획상의 관계 역시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예방과 대비단계에 해당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부터, 내진과 관련된 위험지도 제작,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대응체계 구축, 재해원
인조사단 구성ㆍ운영등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대책본부장
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많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본부의 법적 형태가 대응단계 이후에만 필요한 비상설기구처럼 규정되어 있다는 비
판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 예방ㆍ대비를 제외한 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
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의 예방ㆍ대비단계에
서 중앙ㆍ지역대책본부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임무의 주체는 체계적으로 맞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상의 부적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실질적인 내용상의 통일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재난관리단계별 법적 근거의 형식 및 연계성 문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비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서는 재난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일정부분 법률의 장의 제목을 재난관리단계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재난관리단계별로 법률의 규율순
서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각 단계별 특성
에 부합하게 법률에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재난관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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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형식성을 갖추는 경우 재난관리법이 다수로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계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이고, 이는 결국 제도간의 실질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검토해 보면, 그 규율방식이 재난관리 단계와 그 내용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를 무조건 형식적인 체계위반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
으나, 지진재난과 관련하여 현행의 재난관리법체계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만이 아
니라, 단계별로 여러 법률에 근거가 흩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예컨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경우 예방ㆍ대비ㆍ대응을 각각 정하
면서 내진대책은 포함하지 않고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다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의 경우 장에 예방ㆍ대비ㆍ복구를 타이틀로 하면서,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와 별도로 제3장에서 재난대비적 성격이 강한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물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에 포함된 내용 간에도 공
통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므로, 분류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
도 있으나, 재난관리라는 용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이에 따
른 재난관리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상 형식적인 통일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인
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의 문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대체로 중앙대책본부장 내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체로 하는 조문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진의 원인이나 예측 등에는 일반
재난과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가 전체적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이나 내진
관리는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중앙
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진재난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서 정하지 않는 한 대비ㆍ대응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게 되
고 많은 부분 중앙주도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난
관리논문에서 이미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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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책임분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바 있다. 동법상 재난관리의 책임주체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장

조

재난관리책임주체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예방조치

협력 및 분담
중앙+지방+민간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
중앙+지방+민간
자치단체의 장
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국민안전처장관
중앙
예방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이나
중앙+지방+민간
직원(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행정기
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중앙+지방+민간

중앙+지방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국민안전처장관

중앙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제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국민안전처장관

지방
중앙+지방+민간
중앙

제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성ㆍ운용
대비

중앙+지방+민간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신설예정
제34조의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신설예정

국민안전처장관

제35조 재난대비훈련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
구조기관의 장

중앙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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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난사태 선포
제37조 응급조치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응
급
조
치
등
대
응

긴
급
구
조

국민안전처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
단장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중앙
지방
중앙+지방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앙+지방+민간
합계획의 수립
제39조 동원명령 등
제40조 대피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지방
단장(긴급구조시만)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제43조 통행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
제44조 응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
제45조 응급부담
지방
단장(긴급구조시만)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시ㆍ도지사
지방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앙+지방+민간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지역통제단장
지방
국민안전처 소방사무 본부장
중앙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ㆍ도 소방본부, 시ㆍ군ㆍ구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방
소방서
제51조 긴급구조
지역통제단장
지방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지방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
중앙+지방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
중앙+지방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국민안전처장관
중앙

이를 보면 재난관리법에서는 대응단계에서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명령적 조치나
응급부담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몇몇 조치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
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함께 규정되
어 있거나, 중앙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 재난관리의 주체는
중앙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주체가 재난책임기관의 장인 경우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재난관리의 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난상
황시 재난관리 주체나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재
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이미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있으나, ‘지진
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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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안전처가 주관기관이 되는 데 반해, 지진과 함께 화재등 각종 사고가 함께 발생하
는 경우 주관기관이 다수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관기관이 설치하는 사고수습본
부도 다수가 될 수 있고, 주관기관이 작성하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간의 상충 등
대응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을 비롯한 재해대책법제에서 예방, 응급 복구, 부흥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와 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화 되어
있으며,44) 민관의 관계주체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배분이 재난
관리의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재난대응의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지방정부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
었다는 평가를 받는다.45) 일본은 일찍이 중앙과 지방, 민간과의 협력에 있어서 “민간
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라는 원칙을 세웠
으며, 민간이 재해로부터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자조(自助), 지역사회 간에 서
로 돕는 공조(共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한 공조(公助)는 재
난관리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재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
져 왔다.46) 일본은 역할분담을 통하여 주민, 기업, 지역사회, 행정부문까지 각각의 역
할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
이 있다.47)
우리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재난관리 책임사항들이 상
당수 있고, 이러한 재난관리조치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밝
힐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재난관리임무는 신속하게 재난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재난관리시스템의 3요소로 들어지는 현장성,
신속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8) 그러므로 국가의 전체적인 안전
44)

45)

46)
47)
48)

일본 内閣府, 日本の災害対策 , 2015. 3, 6면. 재난관리주체의 명확성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정하명, “국가안전법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학논총 제
27권제3호, 2015.2, 87면.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5권제1호(2010. 6), 135면.
原田保夫, “わが国の災害対策”, 予\防時報特別企画, 2013, 33면.
이재은 외, 재난관리론 , 대영문화사, 2006, 552면.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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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관리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은 중앙정부가 하되,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ㆍ대응업무의 1차적인 수
행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재난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남기는 방식
으로 설계하는 등 재난관리법제의 정비방향을 재난현실에 맞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임무 중에서도 지방정
부의 역량 부족과, 조직 및 인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
서 책임분배와 협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응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9)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에 대한 지원 등의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3. 민간협력에 관한 문제
현행 재난관리법의 경우 민간을 재난관리행정에 참여시키거나, 긴급상황시 민간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거나, 재난관리단계의 일부에서 재난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등 민
간의 협력에 관한 다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민간협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조항을 두지는 않는다. 민간에 해당하는 재난책임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익
성이나 위해성으로 인해 재난관리책임을 직접 지는 기관이므로 여기서 별도로 논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밖에 재난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 예컨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하는 경우,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거나, 요청의 근거만 있고 요청에 민간이 협력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를 때도 공익기업의 경우 대체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 대규
모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의 범위가 넓으므로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나

49)

225면;
실제 일본에서도 동일본 지진 등 대규모 지진 이후 응원의 확대와 지원업무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정비에 집중하였다. 村田和彦, “東日本{大震災の教訓を踏まえた災害対策法制の
見直し―\ 災害対策基本{法、大規模災害復興法―\“, 立法と調査 No.345,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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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도 있다. 다만, 민간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좋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에 대한 협력을 과잉적으로 사용하거
나, 필요성 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평가
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더 필요하였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51) 이에 따르면 공익기
업에 대해서는 민간일지라도 법령에 협력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반 민간기업
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이 충분하지 못하
였으므로 향후 민간기업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으므
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관리와 관련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업무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서 규정되는 것보다는 조례를 통해 여러 가지 근거가 마련
되어 있다.52) 그러나 각 조례에서 정하는 방식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이 불명확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서 만드는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특별
히 조례의 제정의미를 알 수 없다. 지방에서의 대응능력의 강화의 방안으로서 민관협
력을 통한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자율방재단, 2014년에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지원하는 긴급대응단 혹은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조직 등
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의 민간협력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
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지진의 경우 일반적인 자연재해와는 또 다르게 지역별로
위험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진대비 교육ㆍ훈련 등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게 재난관리책임을 재난관리법
령과의 연계를 통해 재난관리를 할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50)

51)
52)

M. Wendekamm und M. Feißt, in, Hans-Jürgen Lange/Christoph Gusy (Hrsg.), Kooperation im
Katastrophen- und Bevölkerungsschutz, 2015, S.184.
原田保夫, “わが国の災害対策”, 予\防時報特別企画, 2013, 33면.
이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등의 형식으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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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추후의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Ⅴ. 결론
이상으로 지진대비 및 대응법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진재
난관리에 대해 공적주체와 민간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하였다. 실제 지진재난은 일반적인 자연재난하고도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진
그 자체와 관련된 규율이 많지는 않고, 대비ㆍ대응법제 역시 재난관리에 관한 일반
법제가 거의 적용되는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지진법제의 문제점 역시 일반 재난
관리법제와 문제점과 상통한다. 이는 지진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일 수도 있으나, 재난
관리법이 가지는 성격에서도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법제는 일
반적인 법제도와 달리 법치행정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난의 대비의 경우는
법적 근거보다는 대비활동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연계성이나 활용적 성격이 중요하다.
또한 대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경찰작용도 그 근거유무만 규정되는 것이 보
통이고, 대응조치에 관한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이 많이 부여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들은 법적인 측면 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처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
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지진에 있어서
도 일반적 재난관리법제에 대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지진재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법제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책임주체나 책임배분상
으로도 혼선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관계법은 법 체계나 내용
상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하다.
재난관리법제의 목적이 재난발생을 저지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으로부
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진재난의 대비ㆍ대응법제에서도 법제의
역할보다는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더 강조된다. 재난관리
법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의 재난관리법은 재난의 발생이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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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교훈을 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나,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담보로 한
법의 제개정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체계성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
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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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진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

이 진 수

Ⅰ. 서론
Ⅱ. 미국의 재난대응 관련 연방법제
Ⅲ. 미국 연방의 지진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Ⅳ. 캘리포니아 주의 지진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여

Ⅰ. 서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지
진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재난관
리 및 지진 관련 법제를 갖추었음에도, 지난 9월 이후의 계속되는 지진에 대하여 정
부가 제대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
행되고 있고, 동 법률에 따른 ‘자연재난’ 중의 하나인 ‘지진’에 대하여는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이 2008.3.28. 제정되어 2009.3.25.부터 시행 중이며,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2014.1.21. 제정되어 2015.1.22.부터 시행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및 지진 관련 법률들의 제ㆍ개정 시에 외국의 입법례들을 상
* 영남대학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정ㆍ시행 전에는 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전에는 주로 ｢기상법｣이 지진 관련 사항
을 규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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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 참고하였을 것이고, 실제로도 유사한 내용도 많이 규정되어 있는듯하다. 구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현행 ‘국민안전처’

모델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참고한 측면이 있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에도 미국의 관련 법률들 특히 ｢지진피해경
감법｣(Earthquake Hazard Reduction Act)이 중요한 준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또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법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지진 위험도가 아주 높고 그로 인하여
지진 대비를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과 제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진은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통보와 경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진대비정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지진대비체계를
조망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의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미국 연방 차원에서 재난대응 법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고(Ⅱ.), ‘지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 미국 연방의 지진 관련 법률의 주
요내용을 살펴본 후(Ⅲ.),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통하여 지진 관련 법제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Ⅳ.).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ㆍ제도와의 비교
법적 연구를 통한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고,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는 미국 법제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Ⅴ.).

Ⅱ. 미국의 재난대응 관련 연방법제
1. 개요
미국 연방법전(U.S. Code)은 제6장(Title 6.)에서 국내 안전(Domestic Security)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내 안전’의 장은 다시 국토안보조직(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국가적 위기관리(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항구에서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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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성(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교통안전(Transportation
Security), 국경관리(Border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Modernization), 그리고 사

이버안보(Cyber Security) 등의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재난관리에 관하여는 이
중 제2절에 규정된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nd

Related

Authorities)과

포스트

카트리나법(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nd Related Authorities)
1988년에 제정된 동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 대통령은 주요재난지역으로 선포

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희생자들에게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동 법률의 핵심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스로의 힘
으로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
방정부에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가용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다. 2013년 4월에 개정된 법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
제1장. 정의(definition)
제2장. 재난대비 및 경감지원(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Assistance)
ㅇ 연방 및 주정부의 재난대비 프로그램, 재난경고, 재난전 위해 경감, 행정기
관간 대응팀 구성 등
제3장. 주요재난과 위기에 대한 지원 행정(Major Disaster and Emergency
Assistance Administration)

제4장. 주요재난지원 프로그램(Major Disaster Assistance Programs)3)
제5장. 연방정부의 위기지원프로그램(Emergency Assistance Programs)4)
제6장. 위기대비(Emergency Preparedness)5)
제7장. 보칙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ublic Law 93-288, as
amended, 42 U.S.C. 5121 et seq. Located in United States Code,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68. Disaster Relief.
3) 일반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으로는 대통령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연방 법률에 따라 주정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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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카트리나법(Post-Katrina Act)
포스트 카트리나법으로 인하여 연방위기관리청(FEMA)은 모든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책임
을 다시 회복하였다.6)

4. 미국의 재난대응의 기본원칙

4)

5)

6)

나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자원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sec.402). 또한 연방정부, 민간영역,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재난 구
호 원조를 조정하고,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의약품ㆍ식
품ㆍ기타 소비재들을 배포하는 것을 돕고, 특히 인명구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으로는 주요재난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
산에 대하여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연방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
수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방설비의 활용, 손상된 설비에 대한 수리 및 복구, 잔해
의 제거, 개인 및 세대에 대한 연방지원, 실업자에 대한 지원, 법률적 지원, 대출지원, 커
뮤니케이션, 공공운송 등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대통령은 연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모든
재난구호지원활동을 조정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특히 핵심적인 지역공
동체의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
하여 경고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또한 연방정부기관을 통하여 재난지원을 제공하고, 잔해를 제거하
며, 약품과 식품 등 필수적 소비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의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sec.502).
위기대비활동(Emergency Preparedness)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sec.603). 주된 활동내용으로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연방 재난 대응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권
한이 있다(sec.611). 즉 재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주도적인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 법률에 규정된 연방위기관리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
한 종합적인 재난관리(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노력(보호를 포함)을 주도;
비연방기구와 연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의 대응 역량 발전; 종합적
재난관리 책임을 통합;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한 지역 사무소 설치;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자원을 활용;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비-연방 재난관
리역량 구축; 특정 사건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위해에 대한 대비전략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Keith Be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Policy Changes After Hurricane Katrina: A Summary of Statutory
Provisions, 2007.3,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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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협력체계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긴밀하
게 협조하도록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우선적인 1차적 책임은
주정부7)와 지방정부8)에게 있다. 주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에 대하여는 주정부
는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심각한 자연재해나 대형사고ㆍ테러
등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재난선언을 할 수 있다.9)

(2)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모델 채택
미국은 국가재난관리에서는 모든 재난과 비상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과 기능이 존
재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모델(All
Hazard Model)을 택하고 있다. 하나의 대응모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재난 또

는 재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나 폭설, 지진 등의 재해와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테러, 각종 폭발 사고 등의 재난의 경우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3) 국가적 대비 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 구축
미국은 재난에 대하여 전국가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비
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명령-8호(Presidency
Policy Directive-8)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적 대비시스템은 그 하위개념으로 재난 대

비에 있어서의 5가지 임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Prevention10)(방지), Protection11)
(보호), Mitigation12)(경감), Response13)(대응), Recovery14)(복구)가 그것이다.
7)
8)
9)
10)

11)

12)

정하명,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16(1), 27-45면.
이상경,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의 규범적 고찰과 시사점”, 서울법학 23(2), 23-68면.
정하명, 앞의 논문, 31면.
‘Prevention’이란 위협 또는 실재하고 있는 테러리즘을 회피하고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국가적 대비라는 맥락 속에서 ‘방지’는 현존하는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Protection’이란 테러리즘과 인간에 의한 또는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안전하게 하
는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Mitigation’이란 재난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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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연방의 지진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1. 연방 ｢지진위험감소법｣(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 개요
미국의 지진 관련 법률로는 1977년 제정된 ｢지진위험감소법｣(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이 있다. 동 법률은 총 14개 조(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Short Title
2. Findings
3. Purpose
4. Definition
5.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6. - 7. 삭제
8. Seismic Standards
9. Acceptance of Gifts
10. 삭제
11. Post-Earthquake Investigations
12.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3. Advanced National Seismic Research and Monitoring System
14. Network for Earthquake Engineering Simulation

2. ｢지진위험감소법｣(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의 주요내용
(1) 인정사실(sec.2)
동 법률의 제ㆍ개정시에 미국 연방의회가 확인하고 선언한 사실(findings)은 다음

13)

14)

한 역량을 말한다.
‘Response’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인명을 구하고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기본
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Recovery’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미국의 지진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이진수

99

과 같다. 먼저, 미국의 50개 주는 모두 지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데, 그 중에서도 특히 39개 주는 위험(major)하거나 최소한 중간(moderate15)) 정도의
지진 위험 아래 놓여있으며, 지진 위험지역 내에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
다. 동 법률에서는 39개 주 중에서도 특히 지진 위험이 높은 13개 주16)를 열거하고
있다(sec 2(1)). 지진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알라스카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인구밀
도와 기반시설의 집적도 등을 감안하면 지진의 위험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라고 한다.17)
다음으로, 지진으로 인하여 미국 국내에서는 이미 엄청난 인명의 손실, 재산의 파
괴,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고 장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점(sec.2(2)), 전문가
들에 의한, 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지진위험감소 프로그램 –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의 연구조사, 기획, 정책결정, 봉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 을 통하여
그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sec.2(3)), 지진예측에 대한 지진학 연구프로그
램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진발생의 시기, 장소, 강도, 미국의 특정 지역
내에서의 물리적 효과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sec.2(4)), 장기간의 지진위험평가가 지진위험관리의 모든 영
역, 즉 위기기획, 공공규제, 건물 디자인, 보험율, 투자결정 등에서 필요하다는 점
(sec.2(5)), 적절한 지진저항 설계 및 건축을 통하여 건물, 도로, 공공시설, 산업시설,

응급시설 등에 대한 지진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sec.2(6)), 지진피해감소방안을 실
행함으로써 다른 자연재난과 인공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를 들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사고, 폭발, 화재 등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sec.2(8)), 손실, 파괴 및 혼란의 감소
는 개인과 민간영역의 조직 그리고 연방, 주, 지방정부의 조직의 구성원들의 활동에
달려있고, 이러한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sec.2(9)), 지진은 국제적 문제이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sec.2(10)) 등이다.

(2) 목적(sec.3)
15)
16)

17)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강도 5를 ‘moderate’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는 Alaska, California, Hawaii, Illinois, Massachusetts, Missouri,
Montana, Nevada, New Jersey, New York, South Carolina, Utah, Washington 등이다.
Peter Folger, “Earthquakes: Risk, Detection, Warning, and Resear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861(2013.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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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은 효과적인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장래의 지진으
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률의 목적
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 공공교육(education of the public). 여기에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무원도
포함된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지진현상, 특별히 지진피해를 받기 쉬운 위치와
건물구조를 식별하는 것,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그 밖의 관련문제
등이다.
② 지진위험지역 내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디자인과 건축
공법과 절차의 발전. 우선적으로는 발전소, 댐, 병원, 학교, 공공시설, 도로, 공
공안전시설물, 고밀도 빌딩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된다.
③ 지진위험지역에서는 실현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진을 예측하고 지진 피해
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정확하게 유형화하는 것.
④ 토지이용정책과 건축 활동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진위험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홍보하는 것. 이것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전문조직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데, 대표
적인 예로는 표준건축규정(model building code)을 개발하고, 공표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 있다.
⑤ 지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수립,
지진 사전경보의 발령, 위기대응조직의 구성, 지진 이후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획 등 지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역량의 향상 및 발전.
⑥ 현존하는 과학과 기술지식을 활용한 지진피해 감소방안의 향상과 발전.
⑦ 알맞은 가격의 지진보험의 활용가능성 보장방안

(3)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설치(sec.5)
미국 의회는 1977년에 위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에서의 지진위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지진위험감소 프로그램’(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이하 ‘NEHRP’)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NEHRP 설치 초기인 1970-80년대

에는 주로 관측 조사를 통하여 지진 발생을 예측(prediction)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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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진이라는 재난은 다른 재난유형과 비교할 때 그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진발생의 ‘예측’보다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18)

(4)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활동(sec.5)
1) 활동 유형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19)
① 지진피해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개발(sec.5(a)(2)(A)).
② 지진피해감소를 위한 방안들을 건물, 구조물, 도로 등의 기획과 건축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국가표준조직들, 건축업자와 기술
자, 건물 소유자 등이 채택하도록 하는 것(sec.5(a)(2)(B)). 이를 위한 정책수단
으로는 보조금, 계약, 협정, 기술적 지원; 표준, 가이드라인, 자발적 합의를 통
한 규정 등의 개발; 지진 피해감소를 위한 지식의 축적 등이 있다.
③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의사결정론 등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지진피
해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연구(sec.5(a)(2)(C)).
④ 국가지진조사 및 감시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sec.5(a)(2)(D)).

18)

19)

법률의 제정ㆍ시행 초기에는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위기관리청(FEMA)의 청장이
프로그램의 주무 행정기관이었으나, 200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원장이 주무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Peter
Folger, “The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3141(2016.4), p.1 참조.
｢지진피해감소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은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1) 지진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
2) 다음의 구성원들 –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건물 기준과 표준 건축규정
관련 조직들; 기술자들, 건축가들, 건물소유주들, 그밖에 건물, 교턀, 구조물,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 주요교통시설 등을 기획하고 건설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 – 이 지진피해감
소활동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 3) 기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의사결정학 등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지진과 지진이 사람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에 대
한 기본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4) 국가지진시스템(NSS)등 지진관측 관련 조직들의 발
전과 유지. 이에 대하여는 Peter Folger, “The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3141(2016.4), p.2 참조.

102

2) 관계부처 합동조정위원회 설치

이러한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은 관계부처 합동 조정위원회
(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 on Earthquake Hazards Reduction)를 설치한다
(sec.5(a)(3)).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연방 상무부 산하 기관인 국립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의 원장이 담당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의 청장, 미국 연방 내무부 산하 미

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이하 ‘USGS’)의 국장,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의 장, 미국 백악관 과
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의 실장,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열려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조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는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목표와 정책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전략 기획(NEHRP
Strategic Plan)20)을 수립하고 그러한 기획을 실행할 수 있는 상세관리계획을 수립하

며 프로그램의 예산을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예산요청을 보낼 때에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예산, 활동 및 그 결과,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
견에 대한 수용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자문위원회의 설치

국립표준기술원(NIST) 원장은 지진피해감소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데, 동 자문위원회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조
정위원회의 장인 국립표준기술원 원장에게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5) 프로그램 관계 부처의 책임(SEC.5)

20)

지진피해감소프로그램 전략기획(NEHRP Strategic Plan)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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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연방 행정기관은 모두 4개 기관이다. 법률에서는 4개 행정기
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시행 초기에
는 FEMA의 역할이 중요하게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NIST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NIST

먼저, 주무 행정기관(Lean Agency)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이다. 동 기관은
지진피해 감소 프로그램의 기획과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을 부담한다
(sec.5(b)(1)). 국립표준기술원은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예산편성 및 제출을 담당하

고, 성능에 기초한 지진 기술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적용하는 것 – 지진
과 관련된 건축 규정, 건축 기준, 건축 실무관행 등 –을 지원하며, 필요시 다른 연
방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담당한다.
2) FEMA

다음은, 국토안보부 연방위기관리청(FEMA)이다. 동 기관은 위원회의 연구조사결과
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경우 특히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s)과 표준
건축규정 관련 조직들과 함께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FEMA는 건축 디자인과
건축 산업 영역에서 보다 나은 건축 실무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건축 안전
등과 관련하여 주 정부의 활동 – 지진 안전을 위한 건축 규정의 업데이트 등과 같
이 지진피해 경감 및 지진 대비ㆍ대응을 위한 기획, 지진조기경보ㆍ지진교육 등을
포함 – 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밖에도
종합적인 지진대비 교육과 공공 안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USGS

다음은 미국 연방 내무부 지질조사국(USGS)이다. 동 기관은 지진 위험에 대비하여
미국 전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지진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지진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지진활동을 감시하고, 지진예측 능력을 향상시
키는 활동을 담당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담당 지역에서의
특정한 지진 위험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진 예측결과를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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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절차를 만들고 발전시키며, 산하기관인 국가지진정보센터(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 NEIC)를 통하여 지진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지진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적시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시스템(National Seismic
System:NSS)을 운영하면서 그 시스템의 구성원인 지역의 지진 관련 네트워크를 지

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4) NSF

국립과학재단은 지진의 원인, 지진의 형태, 지진 대비 기술, 지진에 대한 대응 등
에 대한 조사의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5) NIST의 기타 역할

위원회의 주무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기관으로서 NIST는 건축물과 주요도로에
대한 건축규정, 건축기준, 건축실무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
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건축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건축 실무관행을 향
상시키는 것, 지진 안전 기준과 실무관행을 개발하는 것, 지진기술 연구조사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지진 관련 기준(sec 8)
｢지진피해감소법｣에서는 지진 관련 기준(Seismic Standards)으로 건물(Buildings)에
대한 표준기준의 채택(adoption of standards)과 의회 보고(Report to Congress), 주요
교통시설(Lifelines21))에 대한 설계와 건설에 대한 표준의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NEHRP)
(1) 전략기획(NEHRP Strategic Plan)의 주요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관계부처 합동 조정위원회는 지진피해
21)

‘lifelines’라는 용어는 필수적인 공공설비 및 교통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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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프로그램의 목표와 정책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전략 기획(NEHRP Strategic
Plan)을 수립한다. 이러한 전략기획은 지진피해감소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

하는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2008.10월에 2009-2013 회계연도의 지진피해감소 프로그
램 전략기획을 승인하였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지진시스템(NSS)의 완전한 실

시;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존 건물
들에

대한

평가와

복구

기술의

향상;

성능에

기초한

지진설계(PBSD: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의 심화발전; 지진피해경감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

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려 강화; 지진 발생 후 정보관리 시스템(National
Post-Earthquak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발; 지진위험경감을 위한 기술

과 업무관행 개발; 지진에 대한 회복력 있는 주요교통시설의 구성요소와 시스템 개
발; 효과적인 지진위험 경감과 대응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획에 대한 지진 시나리오
의 개발 및 실시;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진피해 경감의 향상과 촉진 등에
놓여 있다.22)

(2) 지진 로드맵23)
미국 연방의 지진대응 로드맵은 총 1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LEMENTS OF THE ROADMAP
Task 1: Physics of Earthquake Processes
Task 2: Advanced National Seismic System
Task 3: Earthquake Early Warning
Task 4: National Seismic Hazard Model
Task 5: Operational Earthquake Forecasting
Task 6: Earthquake Scenarios
Task 7: Earthquake Risk Assessments and Applications
Task 8: Post-earthquake Social Science Response and Recovery Research
Task 9: Post-earthquake Information Management
Task 10: Socioeconomic Research on Hazard Mitigation and Recovery
22)

23)

NEHRP, “Strategic Plan for the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2008, pp.37-41
참조.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Earthquake Resilience｣, 2011 참조.

106

Task 11: Observatory Network on Community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ask 12: Physics-based Simulations of Earthquake Damage and Loss
Task 13: Techniques for Evaluation and Retrofit of Existing Buildings
Task 14: Performance-based Earthquake Engineering for Buildings
Task 15: Guidelines for Earthquake-Resilient Lifeline Systems
Task 16: Next Generation Sustainable Materials, Components, and Systems
Task 17: Knowledge, Tools, and Technology Transfer to Public and Private Practice
Task 18: Earthquake-Resilient Communities and Regional Demonstration Projects

지진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단계의 노력 중에서 지진 발생 이전에
지진 조사를 통한 탐지(detection)와 피해의 경감(mitigation)을 위한 조기 경보(early
warning)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지진정보센터(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 NEIC) 또는 국가지진시스템(National Seismic System:NSS)의

지역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이를 탐지하고 보고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NSS

시스템이

보다

발전되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4) 조기경보시스템의 목표는

지진을 초기 단계에서 탐지하여 신속하게 그 강도를 예측하고 지진동이 도착하기 전
에 사람들에게 경보를 알려서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있다.25)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목표로 삼고 있는 모델은 일본의 지
진경보시스템이다. 미국의 문헌에 따르면, 일본은 전국 규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26) 도시 단위
로는 멕시코시티와 이스탄불도 그러한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24)
25)
26)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Earthquake Resilience｣, 2011, p.71.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Earthquake Resilience｣, 2011, p.71.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Earthquake Resilience｣, 2011, p.73. 일본 기상청은 지진
을 탐지할 수 있는 1,000여개의 지진감지국을 설치하여 국가적 지진 네트워크를 구성함으
로써, 지진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인터넷, 위성 및 무선 네트워크 등을 통해 휴
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경보를 발송하고, 기차를 자동으로 정차하게 하는 장치, 지진에 민
감한 시설설비를 안전모드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 등 자동통제장치로 경보를 발송하는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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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캘리포니아 주의 지진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1. 개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고 있다.27) 캘리포니
아 주 법률 중에서 재난 및 위기와 관련된 법률로는 ｢캘리포니아 위기관리법｣
(California Emergency Service Act)과 ｢캘리포니아 재해지원법｣(California Disaster
Assistance Act) 등이 있는데, 지진 대비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캘리포니아 위기관

리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 Act)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캘리포니아
위기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캘리포니아 위기관리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 Act)의 주요내용
(1) 법률의 목적
동 법률은 자연, 인공, 또는 전쟁에 의하여 야기된 위기상황이 재난에 이르거나 또
는 생명, 재산에 대한 극심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를 경감하는 것을 주정부
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855028)).

(2) 위기의 등급 분류(§8558)
‘위기’ 개념은 그 상태와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등급화된다. 가장 높은 단계는 주

차원의 전시위기(State of war emergency) 단계이다. 본 단계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이 미국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 또는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연방정
부의 경고를 받은 때를 의미한다. 주 차원의 전시위기 단계는 주지사의 선포가 없더
27)

28)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전체 지진 위험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1994년
에 Northridge 지역에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약 1,170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최
근에는 2014년에 South Napa 지역에 진도 6.0의 지진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
였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038년까지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99%로, 진
도 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46%로 예측되고 있다.
California Government Code §8550. 이하에서는 section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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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즉각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주 차원의 위기(State of emergency) 단계이다. 본 단계는 개별 카운
티나 도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기여서 여러 지역 사이의 상호적
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대기오염, 화재, 홍수, 폭풍, 가뭄, 폭동, 전염병, 에너지
고갈, 동식물의 감염, 질병, 지진 또는 화산에 대한 주지사의 예측, 지진 등으로 인하
여 주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 또는 생명 또는 재산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위협의 단계를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지역 차원의 위기(Local emergency) 단계이다. 주 차원의 위기의 형
태가 단일 카운티나 도시 등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주지사의 권한
위기관리법에 따른 위기관리 권한은 주지사에게 속한다(§8565). 주지사는 위기관리
를 위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고, 각종 명령과 규율을 발령할 수 있으며, 주정부 위
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고,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의 경감을 위
한 각종 권한 – 식량, 의복 등 필수품, 의약품 등의 확보; 필요한 자원의 사용; 지
방위기관리계획 승인; 차량지원 제공; 공항 사용; 훈련프로그램 및 공공정보제공프로
그램 설립; 공ㆍ사 영역에서의 산업ㆍ자원ㆍ시설 조사 등 –이 인정된다. 그밖에 연
방 대통령, 연방 행정기관 또는 연방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8573).

(4) 주 재난관리국(Cal OES)
위기관리 및 대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지사에게 귀속되는데, 주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 재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을 설치한다
(§8585). 재난관리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한다(§8585.1(a)). 재난관리국장은 재난대응을

위하여 다른 주정부 기관들과 공무원들의 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8587(a)).

재난관리국은 주 교육부, 총무부, 지진 안전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유치원 학생으로
부터 14학년 학생까지 사용할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8587.7(a)).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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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교육용 교재를 인쇄하여 각급 학교의 운영이사회와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이사
회에 배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동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Comprehensive statewide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8587.8.). 캘리포니아 주 재난관리국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Caltech), 캘리포니아 주 지질조사국,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미

국연방 지질조사국(USGS), 지진 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지
진조기경보시스템을 캘리포니아 전역에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ㆍ사 영역
사이의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조기경보시스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 현장에 지진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② 현장에서의 원격측정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③ 중앙경보센터의 건설 및 시범운영.
④ 경보안내의 일반 대중에 대한 전파방식(경로)의 확립.
⑤ 일반적인 지진대비 노력과 지진 조기경보 교육의 통합.

3. 지진 조기경보시스템(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29)
(1) 의의
캘리포니아 주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 관련 과학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지진에 의한 파동이 발생한 경우에 그 파동이 특정한 지점에 도착할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몇 초 또는 몇 분을 미리 앞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면 생명과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동들,
즉 “drop, cover, hold on”(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손으로 보호하고, 멈출 때까지 기
29)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재난관리국(www.caloes.ca.gov/cal-oes-divisions/earthquake –
tsunami-volcano-programs/california-earthquake-early-warning-program)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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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용성이 인정된다.

(2) 담당 조직
캘리포니아 주는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통합 지
진 네트워크’(California Integrated Seismic Network: CISN)를 설립하였다. CISN은
앞에서 살펴본 민관 협력의 필요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재난관리국(Cal OES), 캘리
포니아 주정부 지질조사국(California Geological Survey), 미국 연방 지질조사국
(USGS),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의

지진학

연구소(Caltech

Seismological

Laboratory), U.C. 버클리 대학 소속의 지진학 연구소(Berkeley Seismological
Laboratory)등의 연합체로 설립되었다. 위의 연합체 외에도 다른 행정기관과 민간조

직 등도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 소속의 주 재난관리국 등
위기대응 관련 조직들은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지진 조기경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내용
캘리포니아 주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의 거버넌스&실행&조직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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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N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약 1,000개의 지진감지센터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관리를 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진조
기경보시스템 추진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수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
다. 여기에는 공공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관들도 포함된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실행계획은 시스템의 요구사항들, 최소기준, 관리조직
체계, 비용예상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공공교육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계
획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협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조직
들은 미국 행정에 있어서 민관협력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30)), 이해관계자 의견교환 그룹(Stakeholder Liaison Group31)),

재정위원회(Funding Options Committee), 기준준수위원회(Standards Committee32)),
표준개발위원회(Model Committee33)),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교육훈
련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 등이다.34)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미국의 연방 법률과 주 법률 등을 통하여 미국의 지진대비 법제의 개략
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진의 경우에는 연방의 국가적 재난대비 시스템에서 특히
‘경감’(mitigation)의 측면, 즉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강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31)

32)

33)

34)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다른 위원회들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주
재난관리국의 최고위급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해관계자 의견교환 그룹은 캘리포니아 주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잠재적인 시스템 이용자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준수위원회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이 적시에,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
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개발위원회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공공-민간 파트너
십을 대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준수위원회와 표준개발위원회는 캘리포
니아에서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Cal OES, “California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Fact Sheets”, p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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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라는 재난유형이 갖는 특성상, 사전에 미리 그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다른 재난유형에 비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대단히 클 수 있으므로 순간적인 판단과 대
피를 통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무엇보다 사전 감지를 통
한 조기경보체계의 확립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건축에 있어 내진설계 등 건축관련 규
정 등의 정비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주 정부 단위에서는 경보 체계를 바탕으
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지진대응방식은 공공 행정기관 상호간,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간의 끊임없는 파트너십이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행정에
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에 있어서는 ‘지진피해감소프로그램’에 있어 서로 소속이 다른 4개의 기
관이 협업하고, 그 4개 기관의 통합ㆍ조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미국 연방
의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35) 그리고 여러 민간 조직들도 프로그램
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주 정부 단위에서도 이러한 협업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
데, 연방정부기관, 주정부의 다른 기관, 그리고 민간 영역의 여러 기관들, 각종 대학
의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법제의
보완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의 틀을 참고로 하여, 정부 각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사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미국 감사원(GAO)이 2016.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감사원은 미국 연방 지질조
사국의 지진조사결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진 위험을
연구조사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GAO,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Identify
and Mitigate Risks to Federal Buildings and Implement an Early Warning System”(20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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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국의 지진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1)
*

이 정 호

본 논문은 미국의 재난대응과 관련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지진대비체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진관련 법률들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
를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저자는 미국 연방법인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과 포스트-카트리나법(Post-Katrinal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의 구성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재난대응의 기

본원칙을 협력체계, 모든 위험 모델(All Hazard Model), 국가적 대비 시스템
(National Preparedness System)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인 미국의 재난대응체계를 설명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지진위험감소법(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의 내용
과 동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지진위험감소 프로그램(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NEHRP)을 분석하여 미국의 지진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 위기관리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
Act)을 분석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주지사의 권한, 재난관리국의 역

할, 지진조기경보시스템(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의 운영 원리를 소
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진관련 법률의 구체화 및 보완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의적절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의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지면 좀 더
우리나라의 지진관련 법률들(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 우리나라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발생 후 대응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 되고 있는 이재민구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언급이 필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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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본다.
2.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지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에서는 지진
ㆍ화산방재 관련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교육대상자, 교수
자,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보완과 개
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FEMA산하에 있는 위기관리연구소(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EMI)는

미국 재난관리교육의 대표적 전문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진관련 교육기관의 실제
적 사례로써 EMI의 교육내용을 본 논문에 소개할 경우 논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