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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 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쓰환성 원환현에서 

규모 8α중국지진국 M 8.0, USGS M 7 .9)의 지진이 발생하여 

쓰환성 퉁 \07H 성과 직할시 그리고 4347H 의 현에서 직접 

적인 지진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면적은 10만 km2 이상으로 사망 69，226명， 실종 17，923명， 

부상 374，643명 동의 인명피해와 450만 여동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동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대략 l조 위안 

( 1 60조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본진 발생 

이후 여진으로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진으로 응급 구호 및 복구가 지연되어 많은 웅급대 

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환 대지진 발생 후 방재연구소 연구진이 

실시한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지진방재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지진 개요 및 llJOH 현황 

1. 지진 개요 

O 지진명칭: i文川大地震(Wenchuan Great Earthquake) 

O 진 원 시: 2008년 5월 1 2일 1 4 :28(현지시각) 

O 진 앙· 중국 청두(成道) 북서쪽 약 75 km 지역 

원환(i文 )11 )현 

O 진원갚이: 14 km 이내 

O 규 모: Ms 8.0(중국 지 진국) 

O 지진발생원인: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의 충돌로 인한 유라시아 지각 

판에 속한 티베트 고원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쓰 

환성(四川省) 청두시(成꺼”市) 서북쪽에 위치한 롱먼산 

(龍門山) 단층의 활동을 유발 

O 여진 현황: Ms 4 .0이상 240회， 최대여진 Ms 6.2(2008. 

8.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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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환성 원환 대지진 사례를 통한 지진방재대책 제안 

그림 1 진앙지 및 주요 지진피해 지역 

2. 지진피때 현황 (2008.8. 21 현재) 

O 주요영향지역 . 쓰환성 퉁 10개 성과직할시， 4347R 현 

(四川，1t關， I햇西， 重慶，'i:南， 山西， Hv~1‘ 1 ， 1해北 둥) 

※ 피해면적: 10만 km2 이상 

O 인명피해: 사망자 69，226명， 실종자 17，923명， 부상자 

374 ，643명 

긴급구조 후 이송 1 ，486，405명 

병원치료 부상자 누계 96，544명(재난지역의 병자는 

미포함， 입원 1 ， 186명， 퇴원 92，686명， 사천성 이외 

도시로 후송 입원 517명) 

응급처 치 한 총 부상자 3 ，864 ，390명 

O 건물피해 450만동 
O 직접적인 경제손실(추정): 약 l조 위안( 160조원) 이상 

O 쓰환성 베이환현의 한지역에서만건물의 800!o가붕괴됨 

l의 8 

힘의방황 1 

·뎌앙 

싼환성 

@청투 

O 주요피해 

- 간선도로 등 교통마비 및 통신두절 

- 청두공항일시 폐쇄 

- 쓰환성 내 발전소 5곳과 변전소 6곳 붕괴 

- 휘발유를 적재한 화물열차 탈선 및 화재 발생(부상 

기관사 병원 후송 및 인근 주민 900여명 대피) 

- 쓰환성내 각급 학교 7，000여 채 붕괴 

- 산사태로 인한 언색호 발생 및 이로 인한 혼란 발생 

2.1 건축물피해 

원환 대지진으로 450만동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쓰환성내 베이환현의 한 지역에서만 건물의 80%가 

붕괴되었으며， 쓰환성내 학교 7，000여 채가 붕괴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쓰환성내 3층 미만의 단독 및 연립주택의 경우 대부분 

비보강 조적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진설계가 이루 

사진 1 공동주택 뭉괴 

그림 2. 지진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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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프리캐스트 할로코아 슬래브 파괴 상세 

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붕괴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Precast Concrete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대부분 붕괴되었으며 슬래브로 

Hollow Core Slab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벤조 

형식의 주거 건축물의 경우 조적채움벽을 사용하였으며 

벽량이 부족한 경우 채움벽에서의 대각인장파괴 이후 건 

축물의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전도에 의한 

붕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붕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서 퉁을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 

생하였다상업건물의 경우 대부분 라멘조의 형식으로 건 

설되었으며， 라멘조 주거건물과 같은 피해양상을 나타내 

었다 또한 라멘조에서 개구부 상하 및 날개벽에서 대부분 

전단파괴가 발생하였고， 오래된 건물에서는 원형철근의 

사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사진 4. 잉수시내에 위치한 중학교 건물 뭉괴 

사진 5. 신촉된 5흥 교사동 하부 2개흥 붕괴(베이환 중학교) 

2.2 교량피해 

상당수의 교량이 붕괴되었으며， 특히 진앙지인 원환현 

으로 가는 도로상에 건설된 교량의 붕괴로 피해지역으로 

의 접근 및 이재민 수송 둥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사진 3. 비보강 조적조 주택 붕괴 

28 흔}국재난관ë!(표춘학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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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두장엔시 건설국 건물의 피해현황 

사진 7. 두장엔시에 위치한 상업건물의 붕괴 

사진 8 교량붕괴 

2.3 산사태 피해현황 

진앙지인 원환U文)1 1 )현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팽주시(했 

州市)는 청두(成都)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 km 정도의 거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쓰환성(四川省) 풍먼산(龍門山) 단 

제1권 제3호 2008던 9올/ 

사진 9 팽주시 시아오유동 교량의 붕괴 

사진 10. 멘양시 슈슈젠 지역의 산사태 

사진 11 . 팽주시 시아오유동 지역의 산사태 

층대를 따라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시아오유동 지역의 산 

사태는 수직 절리나 연약층이 존재하는 암반절벽에서 발 

생 하는 낙석 (rockfall)과 토석 산사태 (debris avalanche) 양 

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토석 산사태 (debris avalanch터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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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 (rockfall)으로 시작하여 주위의 공기 와 물을 유입 ,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도로 및 철도유실과 주거지 파괴 퉁 

대규모 피해 발생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川. 응급대응 및 현지상황 

중국정부가 발표한 웅급복구자금， 구호물품， 임시주택 퉁 

응구구호현황(2008. 8. 21 현재)은 다음과 같다. 

O 응급복구자금 투입: 669.16억위안(약 1 0조 7천억원) 

O 구호물품 지원: 천막 1,579,7007ß , 이불 4，866，900채， 옷 

1 4， 1 0 1 ，3 00별， 연료용 유류 307만톤， 석탄 6，55.7만톤 

O 임시주택 건설: 완료 658，400동， 건설 중 2，600동， 

건설 대기 1 ，900동， 생산지에서 수송중 1 ，000동， 수송 

대기 4，900동 

O 통신케이블 복구: 복구 32,398 때1(피해 37,028 km) 

한편， 진앙지 근처 대규모 피해지역과 학교 건물은 일 

반인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복구작업에 투입된 

사진 12 이재민 구호용 천막 

사진 13. 임시주택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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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뭉괴 된 학교 건물의 접근 통제 

사진 15. 청두시 과학기술관의 지진 전시회 전경 

군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동 사후 피해 및 민심안정에 적 

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청두시 과학기술관에서는 

이번 지진에 대한 전시회를 열어 주민들에 대한 지진방재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IV. 원환 대지진을 통한 지진방재대책 제안 

원환 대지진은 9만 여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지진 발생 직후 중앙정부의 

신속한 응급 대응 및 복구 퉁의 조치를 통해 단기간에 

민심 안정을 이룬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중국， 대만， 

일본 퉁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원환 대지진 사례를 통한 시 

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지진방재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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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발생 초기 신속한 민심안정 대잭 주진 

O 현황 

-지진재해에 대한 두려움 및 유언비어 발생에 따른 

민심，사회혼란상황 

- 중국 중앙정부의 신속 • 적극적 초기 대응을 통한 민 

심안정과위기 극복 

-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신속한 현장방문， 군대의 신속한 

재해지역 투입 

- 신속한 임시주택 건설 등 재해발생 초기 민심안정 

대책의 적극적 추진 

-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시설(학교 

등)에 대한철저한통제와경비를통해 민심 안정 

- 인터넷 및 방송을 이용한 적극적 정보공개， 행정조 

치를통한유언비어 차단 

※ 유언비어 사례 

. 쪼핑푸댐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 화학공장의 폭발로 인한주요식수원의 오염 

· 생수 사재기 발생 직후 3시간 만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범인검거 

- 피해지역의 낮 최고기옹이 30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사체처리에 비상이 걸렸으며，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에서 전염성이 높은 가스 

괴저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확산 방지 

- 중국정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중국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게 됨 

O 시사점 

- 재해지역과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 · 강력한 공권력 

확보를통한민심안정 

사진 16 원자바오층리의 재해현장 방문 

제1권 제3호 2008던 9월 

사진 17. 재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 

- 재해 발생 초기 민심안정대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도 확보 및 정국 안정 유도 

- 재해로 인한 위기를 국민통합의 기회로 승화 

- 재해발생시 유언비어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필요 

- 인터넷(홈페이지) 및 방송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 

식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제공방법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 재해발생시 철저한 방역작업과 재해를 대비한 전염병 

방지 대책의 사전 마련(전염병 발생의 종류에 따른 

약품구비 등) 

2.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한 피때정보 수집 능력 강화 

O 현황 

- 지진 발생 초기 통신시설과 도로 붕괴로 정확한 피 

해상황의 파악이 곤란 

사진 18. 산사태로 인한 도로 통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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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도로의 응급복구 

- 지진발생 23시간 후 원환현 당서기가 위성전화를 통 

해 외부에 지원요청 

O 시사점 

- 초기 피해상황 파악 및 웅급구호를 위한 통신망의 

안정적확보 

- 재해발생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개방법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 지진피해추정시스댐의 고도화를 통한 초기 피해 예측 

-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3. 대규모 재애를 대비한 군대의 응급 구호 및 복구 

능력확보 

O 현황 

- 산사태， 교량 · 도로 파괴 및 2차 재해 예상지역 둥에 

대한 민간인 통제 지역 발생 

- 민간인 접근 불능지역에 대한 군대의 신속한 대규모 

투입을통해 구호와복구가진행됨 

- 군인과 군장비(헬기， 중장비 동)를 동원한 구조 · 구호， 

통행로 확보， 언색호 폭파， 응급복구 실시 

O 시사점 

- 재해관리에서 군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있음 

- 대규모 재해발생시 군대의 재해현장 구호 및 지원체계 

마련 

- 재해를 대비한 군대 및 민간의 응급구호 및 현장 지 

원 훈련 실시 및 체계 마련 

- 민 · 관 · 군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 사전 구축 

4. 지진 쥐약 시설물에 대한 관리 깅화 

O 현황 

- 건축물 피해의 대부분이 조적조 또는 노후화된 중 · 

저충 RC조건축물임 

- 화학위험시설 퉁 위험물질 생산 및 보관시설의 안전성 

문제발생 

※ 중국군은 핵 화학물질 처 리 에 특수부대 원 2,746 

명을투입하여 처리 

(시멘트공장의 유해 방사성물질 코발트60 회수， 화 

학공장의 암모니아와 염산 유출사고 퉁을 처 리) 

O 시사점 

- 노후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 

관리방안마련 

사진 20. 군대의 이재민 구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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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 여진으로 인한 건물붕괴를 우려한 야외 진료 

- 비내진 조적조 및 중저층 RC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위험물 생산 · 보관시설 사전 현황파악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 마련 

5.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지진대잭 강화 

O 현황 

- 학교 및 병원 동 공공서비스 제공 건물의 지진피해로 

인명피해 및 공공서비스 중단사태 발생 

- 중국정부에서는 학생피해가 컸던 학교 건물에 대한 내 

진설계기준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함 

- I 자녀 정책상 학교에서의 자녀 사망 및 장애발생으 

로심각한 사회문제유발 

- 댐과저수지에 손상이 발생，댐의 붕괴로 하류지역의 

2차피해 우려 발생 

O 시사점 

- 학교， 병원 둥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내진 

성능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엄격한 관리와 관리자에 대한 

재해대비 교육강화 

-시설물 피해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긴급점검 

및 응급복구기술의 확보 

- 중요 설비 및 장비 설치 시에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관리 

6.2차 피때 예방 및 복합재애에 대한 사전때잭 마련 

O 현황 

-지진으로 쓰환성 일대의 댐과 저수지가 크게 손상을 

제1권 제3호 2008던 9올 

사진 22.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제체 균열 

사진 23. 홍수로 인한 이재민 수용시설의 침수피해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댐의 붕괴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컸음 

- 언색호 붕괴에 따른 하류부 도시의 침수피해 우려가 

크게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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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언색호 발생 지역 및 물길 뚫기 개넘도 

※ 군부대에 의한 폭파 퉁 물빼기 작업의 성공으로 

2차재해 예방 

-지진발생 후 홍수로 인한 복합재해 발생 우려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댐， 수력발전소， 제방의 홍 

수방지 능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이러한 시설중에는 응급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 

도 있으며，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시설도 지진발생 

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함 

· 언색호중에도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 

도 있으며， 위험성이 제거된 언색호도 홍수시에 안 

전성을확보할수없음 

· 호우와 여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새로운 언색 

호가발생할가능성이 높음 

O 시사점 

- 대규모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탱과 같은 시설 

물에 대한 철저한 내진보강과 신속한 점검 및 응급 

복구 기술의 확보 

- 언색호와 같이 국내에서 생소한 지진피해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재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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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으로 연약해진 지반은 홍수로 더욱 불안정 

해져 산사태와 지반붕괴가 더욱 쉽게 발생하며， 

구호 및 응급복구시 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대책 

마련을통한인명피해 예방 

- 복합재해(홍수+지진)에 대한 재난관리 대책 마련(시 

설물관리) 

7. 목구 및 시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사전 때잭 마련 

O 현황 

- 도시재건， 심리치료， 고아입양 수용， 담보주택 대출， 

성금관리， 대학시험， 장애인 복지， 재해지역 문화재 

보호 등의 복구 및 사후관리 문제점 발생 

※ 중국 지진재해장애인복리기금 설립 : 민간성금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O 시사점 

-지진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제 · 사 

회적 측면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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