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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중국 지진 거버넌스 시사점

 ○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 분석 결과, 지진 분야가 중국 정부 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편제를 갖고 있으며, 관련 기관 간 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음. 이는 지진과 기상을 한 곳에서 묶어 

주관하는 우리나라 지진 거버넌스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과학기술, 지질자원분야, 지진분야 등 3개 부문은 각각 별개 영역

이라고 여겨야 함. 사회주의 국가 태동시기부터 지하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부처 조직으로 국무원 부처급인 지질부(현재는 자연자원부에 

통합됨)를 두고 관련분야 R&D와 인력양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가자산으로 지하광물자원 탐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아울러 

지진분야도 중국지진국(정부 독립부처)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체계를 

거쳤음

 ○ 또한 지진재해 발생 시 대응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지진국의 

경우, 관리조직, 지진기술 R&D조직, 지진관측조직 등 3가지로 구분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음.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서 활발한 지진활동이 

감지되는 바, 우리나라 지진관측과 R&D를 선도하는 KIGAM의 경우에도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진예측 등 R&D분야에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지진관측 분야와 함께 지진 관련 R&D 리더십을 

확보해야 함

 ○ 우리나라 지진전담 연구소(KIGAM)의 지진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관 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진모니터링 및 관측망 구축․운영과 함께, 지진관련 연구분야를 세분하여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진관련 지구물리, 지진관련 지질연구, 지진관련 지각응력연구, 지진

예측연구, 지진재해연구, 지진관련 지질공학연구, 지진탐지 등으로 기본

연구 단위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강점인 AI, ICT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도전적 난제영역으로 

여겨지고 인력 및 연구여건 미성숙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지진재해 예측․
저감기술개발, 지진발생예측 및 사전대응연구 등 기초원천연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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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과학기술, 지질자원분야, 지진분야에 유사한 분야 연구수행이 3개부문 

각각에서 다소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지질연구 기능을 예를 들면, 3개 부처산하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 응급관리부

(MEM) 부속단위인 중국지진국(CEA)에는 지질연구소(IGL)가 있으며, 자연

자원부(MNR)의 중국지질조사국(CGS)에는 지질과학원(CAGS)과 지질연구소

(IGEO)가 있고, 국무원 직속 중국과학원(CAS) 산하에는 수많은 분원조직과 

산하 연구소 중에 지질지구물리연구소(IGG) 등이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구분
응급관리부
중국지진국
지질연구소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
중국지질과학원

지질연구소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
(구, 지질연구소)

영문
명

Institute of 
Geology(IGL),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Institute of 
Geology(IGEO),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Institute of Geology and 
Geophysics(IGG),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주요
연구
조직

활동구조연구실, 
지각변형연구실
심부구조연구실, 
신구조연대학실험실, 
구조물리실험실, 
강진구조지진위험성연구실, 
지각․지질재해위험연구실, 
활동화산․재해연구실, 
중국지진국 
활동화산연구센터,
지린성 백두산화산 
국가야외 과학관측소

지역지질․지질도작성연구실, 
구조지질연구실, 
지층고생물연구실, 
화성암연구실, 
변성암지질연구실,
대륙동력학실험연구실, 
동위원소지질실험연구실, 
3D지질조사연구센터, 
암석권연구센터, 
이온탐침센터, 
에너지자원지질연구센터, 
국가급기술기반조건플랫폼, 
과기부  중점실험실

암석권진화국가중점실험실 ,
지구행성물리중점실험실,
신생대지질환경중점실험실,
가스자원중점실험실,
광물자원중점실험실, 
셰일가스지질공정중점실험실, 
심부자원탐사첨단기술장비연구센터, 
공간환경국가야외과학관측소, 
생물광화나노구조공동실험실, 
몬순해양기후국제공동실험실, 
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공유플랫폼

<(예시) 유사기능의 3개 부문 중복수행: 지질연구>

 ○ 지진분야는 중국지진국이 10,000명에 가까운 인원 갖추고, 내부조직(10개), 

성급 지진국(31개), 직속단위조직(15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전체의 

대규모 지진 네트워크(지상속도관측소 1,107개소, 강진동가속도 관측소 

2,975개소, 지각변형․중력․지자기 지구물리관측소 6,113개 이상 등)를 운영

하고 있으며, 31개 성급단위 지진국은 중국지진국과 해당 성급 지방인민

정부에 의한 2중 지도관리 체제로 운영됨

 ○ 중국과의 지질자원분야 협력은 세부목적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소관

인지, 중국지진국 소관인지, 과학기술부/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협력 파트너를 적절하게 물색하여야 함. 백두산화산연구의 

경우, 당연히 중국지진국의 지린성지진국 및 지린성 인민정부를 접촉

해야만 실질적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MOU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된 KIGAM 지진연구센터-중국지진국 채널을 중심으로 

관련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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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권력 구조내에서 지질/지진분야 포지셔닝

 ○ 중국의 국가권력 구조와 행정부문의 지질자원분야, 지진분야, 그리고 
과학기술전반을 관장하는 부처가 우리와 매우 상이함

  - (지질자원) 국무원 자연자원부에서 수행(지질부→ 지질광산부를 거침)

  - (지진분야) 국무원 응급관리부에서 수행(중국지진국이 통합됨)

  - (과학기술분야 전반) 국무원 직속 중국과학원(CAS) 전문연구기관

 ○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지질자원 및 지진분야의 위상은 타 과학기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광활한 

중국 대륙의 석유․가스 자원을 비롯한 희토류, 석탄자원 및 다양한 금속

자원의 부존조사, 탐사개발과 선광제련․고순도화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으로 여겨짐

 응급관리부 신설과 중국지진국 위상변화
 ○ 국무원 직속 독립조직에서 운영해오던 중국지진국은 2018년도에 이뤄진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 응급관리부(MEM)의 부속단위조직이 됨

국무원 조직 (2018년도 개편조직)

국무원 부서
․ 응급관리부(중국지진국), 자연자원부(중국지질조사국), 

과학기술부 등 24개 부/서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중국과학원 등 9개 사업단위

 ○ 중국지진국은 신설 응급관리부의 부속단위(5개)의 1개로 하향 변경
국무원 응급관리부 조직

의사기구 ․ 국무원지진재해구호지휘부,  국가감재위원회 등 5개 의사기구

기관사국 ․ 지진지질재해구조지원사, 위험감측종합감재사 등 22개 기관사국 

주재기구 ․ 중앙기위 국가감위 주재 응급관리부 기율감사팀

부속단위 ․ 중국지진국 등 5개 부속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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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지진 거버넌스

1. 중국 국무원 조직과 응급관리부

 □ 국무원 산하 정부부처 조직 개편(2018.9월)

  ○ 국무원 부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신설

   - (영문명)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당초>                          <변경>

<그림 1> 중국 국무원 개편 개요(2018년도)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5년에 1회 주기로 총 7차례 국무원의 기구개편을 

해왔음. 지난 2018년 20년 만에 최대 폭의 정부기구를 개편함

 ○ 부처개편에 따라 국무원 장관급 부처는 8개 감소, 차관급 부처는 7개 감소.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한 국무원 부처는 26개가 됨

   - 응급관리부 및 퇴역군인사무부 2개 부처가 신설됐으며, 감찰부는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로 편입

   -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문화부는 각각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여유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조정

   - 과학기술부, 사법부, 수리부, 심계서는 부처명칭 변경 없이 직무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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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조직 현황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원

국무원 직속 ․ 국무원판공청

국무원 
구성부문

․ 외교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과학기술부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국가안전부

․ 사법부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생태환경부

․ 교통운수부

․ 농업농촌부

․ 문화관광부

․ 퇴역군인사무부

․ 중국인민은행

․ 국방부

․ 교육부

․ 공업정보화부

․ 공안부

․ 민정부

․ 재정부

․ 자연자원부(→중국지질조사국)

․ 주택도시건설부

․ 수리부

․ 상무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응급관리부(→중국지진국)

․ 심계서(감사부서)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직속 
기구

․ 해관총서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체육총국

․ 국제발전합작서

․ 국무원참사실

․ 국가세무총국

․ 국가방송총국

․ 국가통계국

․ 국가의료보장국

․ 국가기관사무관리국

국무원 
사무기구

․ 국무원홍콩마카오판공실 ․ 국무원연구실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신화통신사

․ 중국사회과학원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 중국기상국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중국과학원

․ 중국공정원

․ 중앙방송국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부위 
관리국가국

․ 국가민원국(국무원판공청관리)

․ 국가에너지국(국가발전개혁위관리)

․ 국가연초전매국(공업정보화부관리)

․ 국가임업초원국(자연자원부관리)

․ 중국민용항공국(교통운수부관리)

․ 국가문물국(문화관광부관리)

․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응급관리부관리)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시장감독총국관리)

․ 국가양식물자비축국(국가발전개혁위 관리)

․ 국가국방과기공업국(공업정보화부관리)

․ 국가이민관리국(공안부관리)

․ 국가철로국(교통운수부관리)

․ 국가우정국(교통운수부관리)

․ 국가중의약관리국(국가위생건강위관리)

․ 국가외환관리국(중국인민은행관리)

․ 국가지식산권국(시장감독관리총국관리)

☆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20), http://www.gov.cn/guowu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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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국무원 중앙행정부(국무원) 기구와 기능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이면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여러 행정기구를 두고 있음

 ○ 국무원 판공청

  - 총리와 국무원 지도자 지원 및 각부, 각 위원회, 각성, 자치구, 직할시정부 

활동을 종합하거나 조절하고, 국무원의 일상사무 처리 기구

 ○ 국무원 구성부문(내부부서)

  - 국무원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수요에 따라 설치된 직능기구로서, 

각부, 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심계서(감사원)를 포함. 이들은 국무원총리의 

지도아래 국무원의 일부 부문의 기본 행정관리직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여 어떤 한 가지 부문의 직권을 행사함

 ○ 국무원 직속기구(기관)

  - 국무원의 사업수요와 간소화 원칙에 따라 설립한 어떤 전문 업무를 관리

하는,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가지는, 국무원의 직속사무기관임. 국무원 

직속 사무기관의 행정급은 보통 국무원 구성부문보다 반급이 낮아 부부

장급기관으로 그 책임자는 국무원 구성인원이 아님

 ○ 국무원 사무기구(기관) 

  - 국무원이 설립하여 총리를 협조하여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가지지 않음. 사무기구(판사기구)의 설치, 

합병, 폐지는 국무원이 결정하며 책임자는 국무원총리가 임명하며, 그 

책임자는 국무원 구성인원이 아님

 ○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기관)

  - 국무원 직속으로 독립적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단위

 ○ 국무원 국가국

  - 부나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가국으로, 일반적으로 국무원 구성부문에서 

관리하고 특정업무를 주관하며 행정관리기능을 행사하는 국가행정기구임. 

행정급은 부부장급이며 독립성을 가짐

☆ 출처: 김윤권(2006) 인용 및 일부 내용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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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관리부 부속단위로서 중국지진국

□ 중국지진국 (中国地震局 , Zhōngguó dìzhèngjú)

 ○ (기관명)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CEA)

 ○ (감독부처)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응급관리부

 ○ (연혁) 중국지진국은 1971년에 창립된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출범

   ※ 2018년에 응급관리부 산하 직속 부속단위조직으로 직제가 하향됨

 ○ 중국지진국 거버넌스 개략

 

<그림 2> 중국지진국 거버넌스 개략

 ○ 역할과 책임 (R&R) ※ 2018.9.13.(국무원판공청 공포)

  - 국가방진감재계획 발전전략, 방침정책, 법률법규와 지진분야 표준조직 및 

실시

  - 조직편제 방진감재계획 조직편성, 국가파괴성 지진응급예측 작성, 파괴성 

지진응급예측 준비제도 수립, 전국지진재해예측예방 지도, 지진재해재건

대책 계획의견 연구제출

  - 전국지진분포 구획도 또는 지진동 파라미터 구획도 제정, 중요 건설공사 

및 2차 재해발생공정의 지진안전성평가 작업관리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내진설계 요구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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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감재법에 따라, 방진감재 관련사업 감독감사

  - 성, 자치구, 직할시 지진국에 대해, 중국지진국 위주의 이중지도  실시로 

이에 따른 관리와 계획재무체제 수립과 정비, 성급이하 지진사업기구의 

사업 지도, 관리국 직속사업단위 지도

  - 전국 지진감시예보업무관리, 전국 지진감시예보방안수립 및 조직제정, 

전국지진추이예보의견 제시와 지진중점감시방어구역 확정으로 국무원 

승인 후 조직 실시

  - 국무원 내진재해복구 지휘기구의 사무소역할, 지진상황과 재해 상황에 

대한 속보, 지진재해조사와 피해평가 조직, 국내외 파괴적인 지진발생에 

대해 국무원에 신속대응 조치 건의

  - 지진과학기술체제 개혁 지도, 지진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정책수립, 지진

과학기술 연구와 국가중점지진과학기술사업 연구, 지진응급에 대응하여 

구호구조기술 및 장비 연구개발, 지진과학기술 성과개발과 응용 지도, 

지진과학기술방면의 대외교류와 협력 담당

  - 방진감재 지식의 홍보교육사업 지도

  - 지진사업비, 인프라경비, 전용자금 운용의 관리, 감독

  - 국무원이 의뢰한 기타사항

 ○ 직제(2020년도)

  - 31개 성급 지진국에는 289개 관리기구(행정기관)가 있으며, 평균 9개 

이상의 부서조직과 부서당 2-3명의 직원이 있음

   ※ 총 190개 기구(지진관측소 제외)가 있으며, 평균 6개 이상, 최대 13개로 

이뤄짐(최대는 100개, 최소는 2개가 있음. 절반은 20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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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직제

의사기구
․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 국무원내진구호지휘부․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

․ 국가삼림초원방화방지지휘부․ 국가감재위원회

기관사국

․ 판공청․ 인사사․ 위험감측종합감재사․ 화재방치관리사․ 지진지질재해구조지원사․ 안전생산기초사․ 전생산종합협조사․ 정책법규사․ 규획재무사․ 신문선전사․ 기관당위원회

․ 응급지휘센터․ 교육훈련사․ 구조지원조정예안관리국․ 홍수가뭄방지사․ 위험화학품안전감독관리사․ 안전생산집법국․ 재해구호물자보장사․ 국제협력구원사․ 조사평가통계사․ 과학기술정보화사․ 이은휴간부국

주재기구 ․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주재 응급관리부 기율감사팀

부속단위
․ 중국지진국․ 소방구호국․ 국가안전생산응급구호센터

․ 국가탄광안전감찰국․ 삼림소방국․ 중국소방구호학원 학생모집취업망

☆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2020), https://www.mem.gov.cn/jg/

중국지진국(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부속단위) 직제

내부조직
(9개)

․ 판공실․ 지진재해방어사․ 과기국제합작사․ 인사교육사․ 이은휴간부판공실

․ 감측예보사․ 공공복무사(법규사)․ 규획재무사․ 직속기관당위원회

성급
지진국
(31개)

․ 베이징시지진국 ․ 허베이성지진국․ 네이멍구지진국 ․ 지린성지진국․ 상하이지진국   ․ 저장성지진국․ 푸젠성지진국   ․ 산둥성지진국․ 후베이성지진국 ․ 광둥성지진국․ 하이난성지진국 ․ 쓰촨성지진국․ 윈난성지진국   ․ 칭하이성지진국 ․ 신장위구르자치구지진국 ․ 산시성지진국 

․ 톈진시지진국  ․ 산시성지진국․ 랴오닝성지진국 ․ 헤이룽장성지진국․ 장쑤성지진국  ․ 안후이성지진국․ 광시장족자치구지진국․ 허난성지진국  ․ 후난성지진국․ 장시성지진국  ․ 충칭시지진국․ 구이저우성지진국 ․ 시짱자치구지진국․ 닝샤회족자치구지진국 ․ 간쑤성지진국 

직속단위
(14개)

․ 중국지진국 지구물리연구소․ 중국지진국 공정역학연구소․ 중국지진국 지진재해방어센터․ 중국지진국 지구물리탐사센터․ 제2감측센터․ 선전방재감재기술연구원․ 선전방진감재과기교류훈련센터 

․ 중국지진국 지질연구소․ 중국지진국 지진예측연구소․ 중국지진망센터․ 중국지진국 발전연구센터․ 중국지진국 제1감측센터․ 방재과기학원․ 지진출판사

☆ 출처: 중국지진국(2020), https://www.cea.gov.cn/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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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규모(2020년도)

수입

․ 일반공공예산수입      3,670,350,800위안(6,367억원 상당)

․ 사업수입                471,604,500위안(818억원 상당)

․ 기타수입                916,730,300위안(1,590억원 상당)

․ 비용재정교부금잉여금    287,280,400위안(498억원 상당)

․ 전년도 이월금 등      1,136,406,000위안(1,971억원 상당)

예산총액  6,482,372,000위안(1조 1,245억원 상당)

지출

․ 외교지출                  2,498,000위안(4억원 상당)

․ 교육지출                301,538,600위안(523억원 상당)

․ 과학기술지출          1,069,337,300위안(1,856억원 상당)

  ※ 기초연구 2.1%, 응용연구 81.5%,  과기조건복무 16.2%, 기타 1.2%

․ 사회보장취업지출         150,429,100위안(262억원 상당)

․ 위생건강지출              31,921,000위안(55억원 상당)

․ 주방보장지출             311,989,100위안(542억원 상당)

․ 재해방지응급관리지출   4,614,658,900위안(8,007억원 상당)

  ※ 행정관리, 일반행정사무, 기관복무, 지진감측, 지진예측예보, 지진재해예방, 지진응급구호, 

지진환경탐찰, 방진감재정보관리, 지진사업기구, 기타 지진사무지출 등

 ○ 인원(2020년도)

  - 총 9,300명 직원이 31개의 성급 지진국 관리

   ※ 성급 지진국 공무원 정원 1,353명(각 성급 지진국 당 평균 43.6명)

   ※ 현원 1,240명(각 성급 지진국 당 평균 40.0명)

  - 사업인력 정원 7,947명(각 성급 지진국 당 평균 256.4명)

   ※ 현원 6,177명(각 성급 지진국 당 평균 15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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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중국지질조사국 개요

 ○ (기관명) 중국지질조사국(中国地质调查局, China Geological Survey (CGS))

 ○ (감독부처)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자연자원부

 ○ 지질조사국 산하 직속단위, 지질조사원, 지질환경감측망 구축

  - (직속단위) 중국지질과학원을 비롯하여, 주요 지질조사센터, 지질연구소, 

해양지질조사소/조사국, 수문지질환경지질조사센터/연구소 등 19개의 세

부분야별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 (성급 지질조사원) 베이징시지질조사원을 비롯하여, 성급단위에 지질조사원 

19개를 두고 있음

  - (관측시설) 베이징시지질환경감측소를 비롯하여 18개 감측시설을 중국

전체에 구축 운영 중임

중국지질조사국(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자연자원부 부속단위) 직제

직속단위
(19개)

․ 중국지질과학원․ 발전연구센터․ 톈진지질조사센터․ 선양지질조사센터․ 난징지질조사센터․ 우한지질조사센터․ 쳉두지질조사센터․ 시안지질조사센터․ 광조우해양지질조사국․ 칭다오해양지질연구소

․ 자연자원항공물리원격탐사센터․ 지구물리지구화학탐사연구소․ 석유가스자원조사센터․ 중국지질과학원 지질연구소․ 중국지질과학원 광산자원연구소․ 중국지질과학원 지질역학연구소․ 지질환경감측원․ 수문지질환경지질조사센터․ 중국지질과학원 수문지질환경지질연구소

성급
지질조사원

(19개)

․ 베이징시지질조사원․ 톈진시지질조사연구원․ 허베이성지질조사원․ 산시성지질조사원․ 내몽골자치구지질조사원․ 랴오닝성지질광산조사원․ 지린성지질조사원․ 헤이룽장성지질조사원․ 상하이시지질조사원․ 장쑤성지질조사원

․ 저장성지질조사원․ 안후이성지질조사원․ 푸젠성지질조사원․ 장시성지질조사원․ 산둥성지질조사원․ 하남성지질조사원․ 후베이성지질조사원․ 후난성지질조사원․ 광둥성지질조사원

성급
지질환경 
감측망
(18개)

․ 베이징시지질환경감측소․ 톈진시지질환경감측소․ 내몽골자치구지질환경감측소․ 헤이룽장성지질환경감측소․ 간쑤성지질환경감측소․ 안후이성지질환경감측소․ 장시성지질환경감측소․ 산둥성지질환경감측소․ 하남성지질환경감측소

․ 광둥성지질환경감측소․ 광시성질질환경감측소․ 충칭시지질환경감측소․ 쓰촨성지질환경감측소․ 구이저우성지질환경감측소․ 윈난성지질환경감측소․ 시짱자치구지질환경감측소․ 산시성지질환경감측소․ 닝샤자치구지질환경감측소

☆ 출처: 중국지질조사국(2020), http://www.cg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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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중국과학원 개요

 ○ (기관명)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Chinese Academy of Science(CAS))

 ○ (감독부처) 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 (기관성격) 중국과학원은 국무원 직속사업단위 조직에 해당함

 ○ 조직체계

  - 각종 조직 전체: 333개(내부조직, 주재조직, 분원조직 등으로 구분)

  - 중국과학원 분원 산하 지질자원 전문기관(114개 전문기관 중 22개 기관)

 

중국과학원(중국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사업단위) 산하기관

베이징분원 ․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질․지구물리연구소, 산시석탄화학연구소

선양분원 ․ 금속연구소, 해양연구소, 얀타이해안대연구소

상하이분원 ․ 규산염연구소

난징분원 ․ 난징지질․고생물연구소, 난징토양연구소, 난징지리․호수연구소

우한분원 ․ 우한암석역학연구소, 수공정생태연구소

광저우분원
․ 난하이해양연구소, 광저우에너지연구소, 광저우지구화학연구소, 

심해과학․공정연구소

청두분원 ․ 청두산지재해환경연구소, 창샤광산자원탐사센터,

쿤밍분원 ․ 지구화학연구소

시안분원 ․ 지구환경연구소

란저우분원 ․ 칭하이염호연구소

신짱분원 ․ 신짱생태․지리연구소

☆ 출처: 중국과학원(2020), http://www.cas.cn/

  - 혁신단위조직

   ․ 국가연구센터,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

공정기술연구센터, 국가과기자원 공유서비스 플랫폼, 과학원 중점실험실, 

과학원 공정실험실, 야외관측망, 중대과기기반설비 등

 ○ 중국과학원 A급 선도과학 프로젝트 중 지질자원분야 주제

  - 기후변화 대응 탄소수지 인증 및 관련 문제점, 열대 서태평양 해양시스템의 물질 

에너지 교환 및 그에 따른 영향, 지능형 시추기술장비 시스템과 관련이론연구, 

심해/심연 지능형 기술 및 해저잠수함 현장과학실험기지, 지구 빅데이터 

과학프로젝트, 우주과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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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지진국 관련 법령들

□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재법(防震减灾法)

 ○ 법률조항 구성

  - 총칙, 방진감재규획, 지진감측예보, 지진재해예방, 지진응급구원, 지진재해 

후 과도적 안치와 복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 방진감재규획(防震减灾规划) 관련 사항

  - 국무원 지진업무 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는 국가 방진감재규획을 

조직․편성하여 국무원 승인을 득한 후 조직에 보고하여 실시 등

 ○ 지진감측예보(地震监测预报) 관련 사항

  - 국가는 지진감측예보공작 강화, 다학제적 지진감측시스템 수립, 지진감시

예보수준, 지진감측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지진재해예방(地震灾害预防) 관련 사항

  - 전국지진열도 구획도 또는 파라미터 구획도 작성, 주관부서와 성급 인민

정부 지진관리업무 담당, 건설공사 지진안전성평가 심사와 내진설치 

요구사항 확정 등

 ○ 지진응급구원(地震应急救援) 관련 사항

  - 국무원 지진업무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국가지진응급방안 제정 

및 국무원 비준통지, 현급 이상의 지진응급상황 대응 제정 등

□ 행정법규

 ○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조례 (2019년 수정 공포) - 국무원

  - (지진 안전성 평가보고서 수록내용) 공정개황과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요구, 지진활동환경평가, 지진지질구조평가, 지진예방 설계 지진동 매개

변수, 지진지질재해평가, 기타 관련기술자료 등

 ○ 지진감측관리조례 (2011년 수정 공포) - 국무원

  - (주요내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 및 건설, 관리, 지진모니터링 

시설과 지진관측환경의 보호 등

 ○ 파괴성지진응급조례 (2011년 수정 공포) - 국무원

  - (주요내용) 응급기구 구성과 직책, 응급통신 보장, 긴급구조 인원, 자금, 

물자준비, 재해평가 준비, 응급행동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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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예보 관리조례 (2008년 수정 공포) - 국무원

  - (주요내용) 향후 10년까지의 파괴적인 지진발생 가능성 지역에 대한장기

예보, 향후 1-2년 내에 파괴적인 지진발생 가능성 지역과 강도에 대한 

중기예보, 향후 3개월 내에 지진이 발생할 시간, 장소, 진도에 대한 단기

예보, 향후 10일 내에  지진이 발생할 시간, 장소, 진도에 대한 지진 

예보 등

 ○ 자연재해 구조조례 (2008년 수정 공포) - 국무원

  - (주요내용) 자연재해 구조응급조직 지휘체계 및 그 직무책임, 자연재해 

구조응급대, 자연재해 긴급자금 및 물자, 설비지원, 자연재해 예보와 재해

정보 보고처리, 자연재해 구조응급 등급과 대응조치, 재해응급구조와 거주민

주거 복구 대책 등

□ 부문규장(部门规章)

 ○ 댐지진 감측 관리방법 (2011.02월, 중국지진국령)

  - (주요내용) 댐지진 모니터링 데이터와 자료는 국가 기초과학 데이터에 

속하고 보존과 사용은 국가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댐 지진 모니터링 

시설과 관측환경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음

 ○ 지진 안전성 평가 자질관리방법 (2010.10월, 중국지진국령)

  - (주요내용) 중국내에서 신청하는 지진안전성평가 자질과 이에 대한 감독

관리에 이 방법을 적용하며, 지진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지진 파라미터의 

검토, 지진구획, 지진활동 단층탐지와 위험성 검증, 지진재해 예측업무 

등을 지진안전성평가 부서가 담당함

 ○ 건설공정 내진방지요구 관리규정 (2010.05월, 중국지진국령) 등

  - (주요내용) 지진안전평가를 받아야하는 건설사업의 지진보강 요건은 지진

안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다른 건설사업의 지진보강 요건은 

국가가 발행 한 지반운동 파라미터 구역지도 또는 지반운동 파라미터 

검토 및 지진구역 설정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함

 ○ 중국지진국 일부규제와 규범적 문서폐지결정 (2017.12월, 중국지진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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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 지진관련 주요 국가정책

□ 중국 지진감측예보계획(지진방재감재 제13차 5개년 특별계획)
 ○ 발전목표

  - 지진강도 속보 및 조기 예경보 능력 실현

  - 입체 지진 모니터링 능력 제고

  - 지진분석회의의 기술지원능력 강화

  - 지진예측예보 이론방법의 혁신

  - 모니터링 제품 시스템 개선과 발전

  - 기기개발, 운영 및 유지보장 시스템 개혁과 혁신

  - 정보화로 지진모니터링 업무 현대화 주도

 ○ 주요 기능

  - 과학최적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배치를 통해,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완성

  - 지진상황분석 및 판단능력향상을 위한 분석과 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 쓰촨-윈난 국가지진 모니터링 및 예측실험장 건설에 의한, 지진연구능력 

향상

  - 모니터링 데이터 마이닝 강화와 다차원 산출 기능 개선

  - 지진관측기술과 기기장비개발 추진으로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가능 개선

 ○ 세부임무

  - 지진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발해 

주변지역 지진모니터링 및 지진종합방어능력 공동개발 촉진

  - 해양지진 모니터링 및 성․시․군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양쯔강 삼각지구 지진 종합방어능력 향상

  - 해양지진 모니터링 및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남동부 해안지역의 지진 모니터링 및 예측과 정보서비스 수준 개선

  - 지진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강화에 중점을 두어, 중국 남부지구 지진 모니

터링 효과 개선

  - 쓰촨-윈난성 국가 지진 모니터링 예보실험장소 및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남북 지진지역의 지진 모니터링 능력 강화

  - 지진관측시스템 및 지진경보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톈산산맥 북쪽과 

남쪽 주요지역에서 모니터링 기능 향상

  - 지진유발연구와 통합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양쯔강 

상류, 황하상류 및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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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촉진

  - 지진관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중점으로 두어, 국가중대 라이프라인  

사업 지진안전 보장 등

 ○ 중점 프로젝트

  - 국가 지진강도 속보와 지진 예경보 프로젝트

    ᐧ 국가 지진강도 속보와 지진 예경보 시스템

    ᐧ 주요사업 지진 예경보 및 긴급 처리 시스템

    ᐧ 지진 속보 관련 기초연구와 기술연구개발

  - 국경주변 해역 및 일대일로 지역 지진 모니터링

    ᐧ 모바일 고밀도 지진배치를 이용하여, 지진 모니터링 기반 통합

    ᐧ 국경해역의 지진모니터링 기능 향상

    ᐧ 중국 글로벌 지진네트워크 착수로, 범아시아 지진네트워크 구축 선도

    ᐧ 일대일로 지역의 지자기 및 중력 지구물리 현장 관측

    ᐧ 해양지역 모니터링 능력 구축 및 관측 실험

  - 쓰촨-윈난 국가 지진 모니터링 예보실험장 운영

    ᐧ 쓰촨-윈난 지역을 국가 지진감시 예보실험장으로 선정

    ᐧ 강진 잠재위험지역의 단층구간 완성도 점진적 개선, 실험현장 지진발생 

환경에 대한 이해 심화

    ᐧ 실험장 구역의 관측과 실험능력 제고. 새로운 관측실험 수행, 3D 실험

관측시스템 구축, 지진 모니터링 배치 최적화와 새로운 모델 탐색

    ᐧ 지진 발생메커니즘 과학적 인식심화와 지진예보 이론방법혁신 촉진등

    ᐧ 국가 지진 모니터링 예보실험장 지정에 따라, 다른 지역 중점감시 

방어구역에서 중점, 특색, 운영모델별, 협력모델별 지진감시 예보실험 

실시, 지진감시 예보장의 모델 확대 등

 ○ 중점항목

  - 성․시․군 지역 지진위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범시스템

    ᐧ 성․시․군 지역 대규모 활동단층대 변형과 심부활동 시추공(100, 200, 

600, 2,000, 3,000m) 종합관측시스템

    ᐧ 성․시․군 지역 대규모 지진위험 탐측 및 모니터링

  -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최적화 및 기술개선

    ᐧ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술수준 크게 향상

    ᐧ 지진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과 유지보수 현대화 수준 향상

    ᐧ 잠재적 위험 파괴적 지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측 클러스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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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잠복과정의 면밀한 모니터링 능력의 대폭 향상

    ᐧ 주요 지진구역에 따라 모니터링 권역을 설정하여, 통행구역이 제한되지 

않는 지역지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역 내 지진감시 정확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증진

  - 지구물리 현장 모니터링 네트워크 최적화 및 기술적 개선

    ᐧ 기존 통합 지구물리현장 및 지구화학 관측네트워크 배치 보완

    ᐧ 통합 지구물리 현장, 지구화학 네트워크 관측시스템 최적화 및 관측

시스템 신뢰도와 간섭방지 능력향상 및 관측정보 확충

    ᐧ 고정관측과 이동관측 조합으로, 중국 전체와 특정지역 지구물리현장 

시공간 변화정보를 동적으로 획득하는 능력 향상

    ᐧ 기본 상태와 미세 동태관측 강화

    ᐧ 관찰 데이터 동적 분석 강화

    ᐧ 다중물리 현장관측 융합 강화

    ᐧ 다중물리 현장관측기반 지진예측연구 수행

   ※ 출처: 중국지진국(2020a)

□ 중국 지진관련 각종 관측소 구축현황(2019년말 기준)

 ○ 지진관측소: 4,649개소

   - 지상속도 관측소: 1,107개소

     ․ 국가 관측소 166개소, 지역 관측소 991개소

   - 강진동가속도관측소: 2,975개소

     ․ 가속도계 관측소 1,965개소, 강도측정 관측소 1,010개소

   - 시/현 지역  관측소:  567개소

 ○ 지구물리관측소(중력): 2,349개소

   - 기준 네트워크 4개소, 기본 네트워크 76개소

   - 지역 네트워크 2,269개소(관제소 101개소,  관련 관측소 2,088개소)

 ○ 지구물리관측소(지각변형): 2,341개소

   - GNSS 기준관측소 280개소, GNSS 유동관측소 2,036개소

   - 국외 GNSS 관측소 25개소

 ○ 지구물리관측소(지자기): 143개소

   - 기준관측소 46개소, 기본관측소: 9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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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구축

 ○ 현황분석

  - 중국대륙은 유라시아판에 속하지만, 인도판, 태평양판, 필리핀해 판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활성지각 단층구역을 

형성했음. 1900년 이후에 중국본토에서는 진도 7이상의 지진으로 활동

적인 지각단층이 발생했고, 진도 5이상 지진은 주로 신장서부, 칭하이-

티벳, 쓰촨-윈난지역, 북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했음

  -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현황

    ᐧ (지상속도 관측) 현재 총 1,107개 지상속도 관측소가 있음

    ᐧ (강진동가속도 관측) 강진동(가속도계) 관측소와 강진동(강도계)를 

포함하여 2,975개의 강진동가속도 관측소가 있음

    ᐧ (시현 관측소 및 전용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일부지역에는 지방정부가 

구축한 관측소 등이 있음

 ○ 현재 지상속도관측소, 강진동가속도계관측소, 강진동속도계관측소, 활동구

조단층대 분포

  - 지진관측소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대륙 활성단층지역 대상관측 확충과 

인구분포라는 두 가지 주요요소를 기반으로 구축함

  - 지상속도관측소 배치는 주로 인구와 경제요인을 고려하면서 활동지각 

단층 분포 고려함

  - 강진동가속도계관측소 배치는 지진위험 방지 원칙을 고려함

 ○ 현재 지진네트워크 공유 지상속도관측소: 총 1,107개소

  - 국가관측소와 지역관측소로 구분되어 있음

   ※ 국가관측소 166개소, 지역관측소 991개소

  - 국가관측소는 중국대륙의 활동단층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비교적 균일한 반면, 

지역관측소는 중국대륙 동쪽은 밀집되어 있고 서쪽은 한산함

  - 내몽골, 시짱, 칭하이 및 신장 일부지역은 관측소 개수가 적고 관측소

간격이 넓기에,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지진 모니터링 역량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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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분포 현황

   ☆ 출처: 중국지진국(2020b), 중국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계획(2020-2030)

 ○ 현재 강진동가속도관측소

  - 관측소 전체 2,975개소: 강진동(가속도계) 관측소(1,965개소), 강진동

(강도측정) 관측소(1,010개소)

    ᐧ 대도시 370개소, 푸젠성 300개소, 쓰촨성-윈난성 270개소, 쓰촨성 서부 

시범구역 70개소 등이 설치됨

 ○ 시․현급 지역 네트워크 및 지진관측소 (567개소)

  - 23개 성급에 567개소의 시․현 네트워크와 지진관측소가 있음

  - 데이터 공유를 위해, 일부 관측소는 CSSN(중국지진관측망)에 참여하여 

통합 운영 중임(데이터 표준, 공유사이트 미비로 제외된 관측소도 있음)

 ※ 출처: 중국지진국(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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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중력) 구축

 ○ 현황분석

  - 중국 중력관측 네트워크는 기준망, 기본망, 지역망을 포함 

    ᐧ 기준 네트워크는 4개 기준관측소로 구성

    ᐧ 기본 네트워크는 76개 기본관측소로 구성

    ᐧ 지역 네트워크는 101개 관제소와 2,088개 관련관측소로 구성

  - 중국 중력 관측소 네트워크는 주로 중력관측소의 연속 관측과 중력측정

지점의 정기 재관측 등 2가지 관측방법을 채택함

    ᐧ (중력관측소 연속관측) 기준 네트워크와 기본 네트워크의 중력관측 

네트워크에서는 연속관측, 시변중력 정보획득, 구조경계대 지진구조 

운동의 동태 모니터링, 남북지진대, 신짱텐샨지구와 화베이지역 등 

중점지역에 대한 고정도 중력변화 모니터링, 강진 중기분석예보와 

단기 이상추적 분석 기초 데이터 제공

    ᐧ (중력측정지점 정기 재 관측)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중력측점을 재측정하여 

중력측점 간의 중력단차 및 재측정 간격 동안의 중력단차 변화 정보 획득

<그림 4> 중력 네트워크 관측소 분포 현황

☆ 출처: 중국지진국(2020c),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중력) 계획(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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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목표

  - 2030년까지, 지진모니터링 예보수요, 국방, 과학연구와 국민경제 건설 

등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력 네트워크 모니터링 능력 설계

  - 실현목표

구분 관측소유형 현재 2025년도 2030년도

기준 네트워크 기준관측소 4개소 17개소 30개소

기본 네트워크 기본관측소 76개소 81개소 138개소

<그림 5> 중국 중력 관측망 설치계획(2020-2030)

☆ 출처: 중국지진국(2020c),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중력) 계획(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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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지각변형) 구축

 ○ 중국 현황

  - GNSS 플랫폼은 ‘중국 지각운동 관측 네트워크’와 ‘중국 구조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의거하여 구축됨

    ᐧ 총 280개의 기준관측소 기준망과 2,036개의 유동관측점으로 구성된 

지역망을 포함(네팔, 라오스 등 25개 GNSS 관측소 지원)

    ᐧ 측량시스템, 기상시스템으로 구축된 동부지역의 1,500개 GNSS 관측소 

데이터 공유

    ᐧ GNSS 기준관측소 280개소, GNSS 유동관측소 2,036개소, 

역외 GNSS 관측소 25개소 등

<그림 6> 지각변형관측소 분포 정황

☆ 출처: 중국지진국(2020d),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지각변형) 계획(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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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목표

  - 중국 대륙의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활동지괴 경계대와 중점지역의  적절

하고 조밀한 관측규모 확보로 대륙지각 변동의 동적 모니터링 실현하며, 

활동지괴와 경계대 운동과 변형을 정확하게 부각

  - GNSS 기준관측소 280개소, 기본관측소 1,108개소 배치 계획

  - 남북 지진대, 신짱텐샨지구, 화베이지역 지각변형현장에 대한 동적 모니

터링과 강진위험 단층 변위 결손 특징의 유효인식 실현

  - 관측, 운용, 데이터 처리의 표준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여 지진과학 

기초연구, 국방건설, 사회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고정밀, 고신뢰, 소시공간 

해상도를 제공하는 지각운동과 변형 데이터 제품

  - 글로벌 및 중국 지각변형 기준 확립과 참조 프레임워크 유지에 신뢰가능한 

데이터와 기술지원 제공

      ☆ 출처: 중국지진국(2020d)

 

<그림 7> 지각변형관측소 배치계획

※ GNSS 기준관측소 280개소, 기본관측소 1,108개소

  ☆ 출처: 중국지진국(2020d),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지각변형) 계획(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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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지자기) 구축

 ○ 현황분석

  - 중국의 지자기 관측은 1874년의 쉐샨 지자기관측소의 전신은 슈지아후이 

지자기관측소에서 시작한 자기장 기록임

  - 현재, 중국 지자기관측시설은 기준망, 기본망, 유동망 3가지로 구분됨

  - (기준망) 현재 46개의 기준관측소가 설치되었고, 중국 전체의 지자기 기

본장 및 기타 변화를 모니터링함

  - (기본망) 현재 97개의 기본관측소가 설치되었음

  - (유동망) 현재 1,385개의 측지점이 있으며, 지자기 기준망을 바탕으로, 

지자기장 절대관측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지자기 기본장 및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공간 분별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 설계 목표

  - 기준망과 기본망의 2급 배치구조를 채택하여, 기준망은 중국 전체 지자기 

기본장을 제공하고, 유동망을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중국의 지자기도를 

생산하고, 기본망은 전국 변화 자기장을 제공하며 지진중점 모니터링 

방어구역 암호화관측, 중국 지자기 기본장 및 그 동적변화에 대한 정밀한 

묘사를 실현하고 암석권의 자기이상과 지자기 일변이상, 지자기 교란이상 

등의 변화 자기장 정보를 얻기 위한 연속적이고 고품질 관측 제공

 ○ 관측소 네트워크 설계

  - (기준망) 60개의 기준망으로 구성하며, 중국 지자기 기본장과 그 장기적 

변화특징을 관측하고, 중국의 지자기 기본장 분포와 그 변화 기본법칙을 

반영하여 수년, 수십 년에서 백년까지의 시간척도의 지자기장 정보 재공과 

동시에 기본망 기능도 겸함

    ᐧ 시짱(티벳), 칭하이 외에 중국 전체 지자기관측소간 평균거리 600km 

구축으로 거의 연속관측 실현. 현재 중서부지역과 국경지역은 관측

공백상태임

  - (기본망) 316개의 기본망으로 구성하며, 중국 대륙과 주변 해역의 변화

하는 자기장 및 그 공간적 분포를 관측하고 중국의 변화하는 자기장 

분포와 그 지진 지자기 이상 정보를 반영하여 1초 또는 1분에서 몇 달

까지의 변화 자기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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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지자기 관측망 구축계획(2020-2030)

☆ 출처: 중국지진국(2020e),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지자기) 계획(2020-2030)

  - 실현목표

구분 관측소유형 현재 2025년도 2030년도

기준 네트워크 기준관측소 46개소 60개소 60개소

기본 네트워크 기본관측소 97개소 186개소 316개소

   ※ 출처: 중국지진국(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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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진정보화계획

 ○ 발전목표

  - 데이터 자원화

    ᐧ 국가, 사회 및 기타 산업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진데이터 

자산관리를 촉진하고 지진데이터 통합, 개방성, 공유 및 서비스 강화

    ᐧ 지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국가 지진데이터 센터, 재해복구센터, 

전문데이터센터의 통합 데이터 업무 시스템 형성 등

  - 업무 클라우드화

    ᐧ 문제중심/수요중심을 유지하고, 지진산업에서 정보 인프라의 공간과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진정보 인프라 서비스 클라우드플랫폼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배치, 터미널 애플리케이션 등을 점진적 실현

  - 서비스 지능화

    ᐧ 인터넷, 인더스트리 4.0 및 중국제조 2025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및 GIS의 다양한 분야의 지진예방과 

재난저감을 촉진하면서 네트워크화에서 지능화로 전환

 ○ 주요임무

  - 최상위 설계 강화 및 산업정보화 발전 조정

  - 인프라 개선 및 정보지원 기능 강화

  -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공유 및 개방성 촉진

  - 전자정부 구축 촉진, 지진부서 성능 및 서비스 역량 향상

  - 통합개발 지속 및 정보 공익서비스 역량 강화

  - 비즈니스 정보화 개발을 위한 혁신적 애플리케이션 탐색 등

 ○ 주요 프로젝트

  - 지진방재감재 정보화 인프라 플랫폼 구축

  - 지진 빅데이터 응용 혁신 시범 프로젝트

  - 지진방재감재 업무관리와 공무시스템 구축

  - 지진방재감재 정호화사회 서비스사업 실시

  ※ 출처: 중국지진국(20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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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지진국 직속단위기관 개요

[총괄]

성․시 직속단위 명칭 비고

베이징

 지구물리연구소,      지질연구소,

 지진예측연구소,      지진네트워크 센터,

 지진재해방어센터,    지진국 발전연구센터,

 지진출판사

7단위

헤이룽장성  공정역학연구소 1단위

허난성  지구물리탐사센터 1단위

톈진시  제1감측센터 1단위

산시성  제2감측센터 1단위

허베이성  방재과기학원 1단위

광둥성
 선전방재감재기술연구원

 선전방진감재과기교류훈련센터
2단위

합계 14단위

<그림 9>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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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진국 지구물리연구소(IGP)
 ○ 기관 개요

  - (영문명) Institute of Geophysics (IGP),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 (인터넷주소) http://www.cea-igp.ac.cn/

  - (설립연혁) 1950년 중국과학원 지구물리연구소로 설립되어, 1971년 

국가지진국으로 편입

 ○ (주요분야) 지진발생 메커니즘, 지진재해예측과 공학응용, 지구물리학 관련 

기초․응용연구, 지진학 등 4개학과와 관측실험시설 구축 등

 ○ (연구부서) 지진학연구실, 강진동지진학연구실, 지구내부물리연구실, 중력지각

변형연구실, 지자기학연구실, 지구물리선도기술연구실, 인공지진연구실, 베이징

국가지구관상대, 방재감재공정기술센터, 지진예측연구추진팀, 지진응급기술

추진팀 (※ 연구인력 150여명)

□ 중국지진국 지질연구소(IGL)
 ○ 기관 개요

  - (영문명) Institute of Geology(IGL),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 (인터넷주소)  http://www.eq-igl.ac.cn/

  - (설립연혁) 1950년 , 중국과학원 지질연구소 설립

   ※ 지린성 백두산화산 야외과학관측소(관측연구스테이션) 운영 중

 ○ (주요분야)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등 다분야를 망라한 종합 지구과학 

학술연구와 학위과정 운영

 ○ (연구부서) 활동구조, 지각변형, 심부구조, 신구조연대학, 구조물리실험, 강진구

조지진위험성, 지진지질재해위험, 활동화산․재해연구실, 지린성 백두산화산 

국가야외과학관측소 등

□ 중국지진국 지진예측연구소(IEF)
 ○ 기관 개요

  - (영문명) Institute of Earthquake Forecasting (IEF)

  - (인터넷주소)  http://www.ief.ac.cn/

  - (설립연혁) 1980년, 국가지진국 분석예보센터 설립

 ○ (주요분야) 지진감시, 지진예측 이론방법과 관측기술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전국 지진분석 예측 과학기술 집적 연구 등 수행

 ○ (연구부서) 지진중장기예측, 지진예측, 지진수치예측․위험예측, 지진예측신

기술응용, 지진감측예측시스템평가설계, 지진사회학지진대책연구실, 지진예측

중점실험실, 성과전환응용센터, 지진예측중점실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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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진국 공정역학연구소(IEM)

 ○ 기관 개요

  - (영문명) Institute of Engineering Mechanics (IEM)

  - (인터넷주소) http://www.iem.ac.cn/

  - (설립연혁) 1952년, 중국과학원 창춘종합연구소 토목건축연구실 발족

 ○ (주요분야) 지진공학분야 지질공학, 구조공학, 강진동 연구 등

 ○ (연구부서) 강진동관측, 공정지질, 구조공학, 라이프라인지진공정, 도시․공학종

합방재, 암토공학, 진동측량기기연구실, 첨단지진공학종합실험실 등

□ 중국지진 네트워크 센터(CENC)

 ○ 기관 개요

  - (영문명) China Earthquake Networks Center(CENC)

  - (인터넷주소) http://www.cenc.ac.cn/

  - (설립연혁) 2004년, 중국 지진네트워크센터로 설립

 ○ (주요분야) 주요 전국지진 모니터링과 중․단기 예측, 지진속보 담당, 중국

지진국 응급대응 및 지휘를 통해, 의사결정 기술시스템 건설과 운용, 각종 

지진 모니터링 통합, 처리 및 서비스 등

 ○ (역할) 중국 지진방재 감재사업의 중요업무중심지이며 핵심기술 플랫폼, 기초

정보 국제교류 창구이며, 지진감시 예보업무 국가급 업무센터

□ 중국지진국 지진재해방어센터(CEDPC)

 ○ 기관 개요

  - (영문명) China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Center (CEDPC)

  - (인터넷주소)  http://www.eq-cedpc.cn/

  - (설립연혁) 2006년, 중국지진국 지진공정연구센터로 설립

 ○ (주요분야) 전국지진재해방재사업 발전계획 조사연구, 전국지진재해방어업무 

선도 및 기술지도, 지진재해 예방 중대공정 프로젝트 건의서, 가능성연구

보고서, 디자인 편성 및 프로젝트 실시업무 등

 ○ (연구부서) 지진구획, 단층탐사, 지진재해위험, 내진보급, 선전과학보급, 

발전연구, 프로젝트관리, 지진재해위험보험중점실험실 등

□ 중국지진국 발전연구센터(CEADRC)

 ○ 기관 개요

  - (영문명)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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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DRC)

  - (인터넷주소)  http://www.ceadrc.cn/

  - (설립연혁) 2018년, ‘지각운동감측공정연구센터’를 폐지하고, ‘중국지진국 

발전연구센터’를 설립

 ○ (주요분야) 국가 방진감재사업 발전전략, 방침전책, 법률법규 등 연구사업 

수행과 방진감재규획 수립 등 참여

 ○ (주요부서) 발전전략규획실, 정보서비스실, 정책연구실, 공정설계평가실

□ 중국지진국 지구물리탐사센터(GEC)

 ○ 기관 개요

  - (영문명) Geophysical Exploration Center (GEC)

  - (인터넷주소)  http://www.gec.ac.cn/

  - (설립연혁) 1955년, 중국지진국 직속 지구물리탐사연구 수행기관으로 설립

 ○ (주요분야) 심부 지진측심, 육지수역 천부지층 인공지진 탐지, 지질레이더, 

전기, 중력, 자기탐사 등 탐사, 첨단 심부천부 지구물리탐사 기구설비, 

데이터 처리와 S/W 및 H/W 시스템 구축  등

 ○ (연구부서) 지진특심, 반사지진, 종합지구물리, 지진감측예보, 중자전탐측

방법, 지진측심시폭기술, 탐사지진파격발, 지진기기제작유지보수, 공정지진, 

측량지리정보, 공정내지기술연구실 등

□ 중국지진국 제1감측센터(FMAC)

 ○ 기관 개요

  - (영문명) The First Monitoring and Application Center (FMAC)

  - (인터넷주소) http://www.fmac.ac.cn/

  - (설립연혁) 1968년 설립

 ○ (주요분야) 중국지진국 직속의 육지변형(수준, 횡단층) 측정기술관리 의뢰

단위, GNSS 측량, 구역정밀 수준측정, 전단층형 변형측정, 유동중력 측정, 

지자기 관측, 공간원격감지기술, 지구물리탐지 등

□ 중국지진국 제2감측센터(SMAC)

 ○ 기관 개요

  - (영문명) The Second Monitoring and Application Center (SMAC)

  - (인터넷주소)  http://www.smac.ac.cn/

  - (설립연혁) 1956년, 국가측량총국 제7측량팀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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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분야) 대륙지역의 지진변형 모니터링과 지진예측연구, 지진데이터 

백업 담당, 40년 이래 지진시스템에 속하며, 정밀수준 측정, 전단층간 

통합변형 측정, 중력 측정, GPS 측정 등

□ 중국지진국 방재과기학원(CIDP)

 ○ 기관 개요

  - (영문명) China Institute of Disaster Prevention (CIDP)

  - (인터넷주소) https://www.cidp.edu.cn/

  - (설립연혁) 1975년, ‘국가지진국 텐슈(天水) 지진학교’ 설립

 ○ (주요역할) 방재와 감재분야 의 대학원, 성인학력, 업종교육, 국무원학위위원회

에서 ‘서비스 국가특수수요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학과) 본과 32개 전공에 8,600여명 재학 중

  - 방재감재 핵심계열(11개): 지구물리학, 지질학, 자원탐사공정, 지하수과학․
공정, 탐사기술․공정, 토목공정, 측량공정, 지질공정, 도시지하공간공정, 

수리수전공정, 응급기술․관리 등

  - 방재감재 지원분야(13개): 공정관리, 전기공정․자동화, 계측제어기술․기기, 

컴퓨터과학․기술, 네트워크공정, 정보관리․정보시스템, 통신공정, 지리과학, 

사물인터넷공정, 데이터과학․빅데이터기술, 응용심리학, 공공사업관리, 

환경공정 등

  - 방재감재 확장분야(8개): 금융학, 투자학, 회계학, 경영관리, 한어문학, 

광고학, 인터넷․뉴미디어, 영어 등

□ 중국지진국 선전방재감재기술연구원(SZADPR)

 ○ 기관 개요

  - (영문명) Shenzhen Academy of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SZADPR)

  - (인터넷주소) http://www.szadpr.cn/

  - (설립연혁) 2018년, 중국지진국과 선전시 인민정부공동 주관하여 설립

 ○ (주요분야) 재해방지와 재해복구 능력강화를 위해, 과학화․전문화․실용화․
규범화 활용하여, 도시의 공공안전 체계 강화

 ○ (연구부서) 재해방어응급기술연구센터, 첨단지진기기장비연구센터, 공정기구

안전감측연구센터, 광섬유센서연구소, 감격지진기술연구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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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진국 지진출판사

 ○ 기관 개요

  - (영문명) Seismological Press

  - (인터넷주소) http://www.seismologicalpress.com/

  - (설립연혁) 1976년, 중국지진국 주관 중앙급 전문출판사 설립

 ○ (주요역할) 국가신문출판총서와 중국지진국 지도하에, 지진방재감재업무

방침과 출판사업 방침을 담당하여, 사회서비스 방향견지와 과학기술성과를 

계승하여 과학문화전파와 대중독서, 출판도서 보급 등

 ○ (주요성과) 전 세계 지진목록, 전 세계 지진재해 정보목록, 20세기 전지구 

활동성(요강), 동아시아 대륙 대삼각 지진지역 지진활동개요, 중국재해 대사기

(2007) 등

□ 중국지진국 선전방진감재과기교류훈련센터(CEA-Training Center)

 ○ 기관 개요

  - (영문명) CEA Shenshen Training Center

  - (인터넷주소) http://www.cea-trainingcenter.cn/

 ○ (주요역할) 지진과 재해방지를 위해, 과학기술교류와 교육 서비스 제공

 ○ (주요분야) 방진감재 전문교육을 위해, 방진감재 과기개발 및 교류지진

공학서비스, 선전지진대 수권관리, 감재응급계획안 편성, 지진정보 서비스, 

방진감재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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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국지진국 내부조직 개요

[총괄]

 

<그림 10> 중국지진국 조직도

중국지진국 내부조직

내부조직

(9개)

․ 판공실

․ 지진재해방어사

․ 과기국제합작사

․ 인사교육사

․ 이직은퇴간부판공실

․ 감측예보사

․ 공공복무사(법규사)

․ 기획재무사

․ 직속기관당위원회

☆ 출처: 중국지진국(2020), https://www.cea.gov.cn/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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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진국 판공실

 ○ 당 중앙위, 국무원 의사결정부서와 중앙영도동지 중요지시, 응급관리부, 

중국지진국 당조직부서 안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건의 및 정협위원 제안

처리, 중대정책연구 담당, 중요문서와 원고작성, 정무 당직업무 지도, 

신문홍보 담당 등

□ 중국지진국 감측예보사

 ○ 중국 전국 지진감시 예보, 정보화 및 지진계측계획 수립, 전국 지진중점 

감시 방어지역 확정과 지진추이 판정, 전국 지진상황 감시추적과 지진이후 

현장감시 업무, 예보경보, 지진강도속보, 화산활동, 해역지진의 활동적인 

감측 예측, 댐, 유전, 핵발전소, 광산 등 전용 지진감측 네트워크 업계관리, 

국제 핵실험금지 지진사찰, 인공지진 모니터링 등

□ 중국지진국 재해방어사

 ○ 지진재해 위험조사와 주요 잠재위험 제거, 지진재해 위험구획 전개조직, 

지진발생 가능지역 주택시설 내진보강 사업 조직으로 지진안전 농촌민가 

건설지도, 내진방지 요구확정․감독, 중대공정 지진재해 위험평가, 지역성 

지진재해 위험평가, 지진정밀구획과 지진예측 관리 등

□ 과학기술국제협력사

 ○ 일대일로 건설 등 굵직한 외교 전략과 관련된 지진방재감재 국제협력, 다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교류, 지진시스템 외사업무 중앙집중관리, 

지진방재감재 과학기술 혁신발전전략 수립과 총체적 기획조직실시, 지진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 개선 등

□ 기타 조직

 ○ (인사교육사) 당 조직관리 간부의 심사, 임면, 감독업무 등

 ○ (이퇴휴간부판공실) 당중앙, 국무원 유관 퇴직간부 업무와 이직 퇴직간부 

담당, 퇴직 간부 정치건설, 사상건설 및 조직건설 담당 등

 ○ (공공복무사(법규사)) 지진방재감재 공공서비스 계획 등

  - (기획재무사) 국가 지진방재감재 계획 수립 및 예결산 등

  - (직속기관당위원회) 당조직 영도소조 판공실 직무 엄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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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중국지진국 성급 지진국 개요

[총괄]

성급 지진국 명칭

ㆍ베이징시지진국

ㆍ네이멍구지진국

ㆍ상하이지진국

ㆍ푸젠성지진국

ㆍ후베이성지진국

ㆍ하이난성지진국

ㆍ윈난성지진국

ㆍ신장위구르자치구지진국

ㆍ허베이성지진국

ㆍ지린성지진국

ㆍ저장성지진국

ㆍ산둥성지진국

ㆍ광둥성지진국

ㆍ쓰촨성지진국

ㆍ칭하이성지진국

ㆍ샨시성지진국

ㆍ톈진시지진국

ㆍ랴오닝성지진국

ㆍ장쑤성지진국

ㆍ광시장족자치구지진국

ㆍ허난성지진국

ㆍ장시성지진국

ㆍ구이저우성지진국

ㆍ닝샤회족자치구지진국

ㆍ산시성지진국

ㆍ헤이룽장성지진국

ㆍ안후이성지진국

ㆍ후난성지진국

ㆍ충칭시지진국

ㆍ시짱자치구지진국

ㆍ간쑤성지진국

31개 성급지진국

<그림 11> 중국지진국 성급 지진국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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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 지진국 31개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기본기능을 갖고  있음

 ○ 해당 성급 정부 지진방재감재 업무감독과 검사, 지진방재감재 방침과 

정책수립, 지방법규와 규약제정, 규범문서 작성 실시

 ○ 해당 성급 산하 시/현의 지진방재감재사업 지도, 성급이하 지진네트워크 통일

계획실행 및 자원공유,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시설 및 관측환경 보호 등

 ○ 해당 성급 지진감측예보, 지진방재예방과 긴급구호 등 3대 임무 수행

 ○ 해당 성급 지진피해 복구지휘기구 사무국 기능, 지진상황과 재난상황 

속보, 지진재해조사와 피해평가 조직, 지진피해복구계획 수립 참여 등

 ○ 해당 성급정부 지진방재감재계획 수립, 계획체제와 해당 소요경비관리 등

 ○ 관련부문과 협력하여, 지진방재 예방업무체계 수립, 해당 성급 정부 관할내 

건설공사 내진방지 요구사항 및 지진안정성평가 업무 감독, 직책권한에 

따른 지진안전성평가 결과, 내진설치요구 확정, 지진재해예측관리와 파괴적 

지진응급예상안 작성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해당 성급 정부 지진긴급구호 업무체계 구축, 지진응급구조기술장비 연구개발, 

조건부 지진중점 감시방어구역 관계부처 구성 및 훈련, 지방인민정부 지진

중점감시구역 지진응급구호지원물자 비축시스템 구축 지원 등

 ○ 해당 성내의 댐 지진, 화산 및 화산지진 모니터링과 연구 추진, 관계부처와 

함께 지진 제2차 재해대비, 인공지진 사찰 등

 ○ 성 행정구역내 지진행정심의와 행정소송 업무, 지진업계 품질과 기술감독관리 

업무와 지진기술 담당, 지진기술표준 관리 감독, 지진계량공작 처리

 ○ 지진과학기술 현대화 추진, 지진과학기술연구와 성과물 보급활용, 국제

협력과 교류, 지진방재감재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지도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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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 분석 결과, 지진 분야가 중국 정부 내 독자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편제를 갖고 있으며, 관련 기관 간 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음

 ○ 이는 지진과 기상을 한 곳에서 묶어 주관하는 우리나라 지진 거버넌스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진재해 발생시 대응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지진국의 경우, 
관리조직, 지진기술 R&D조직, 지진관측조직 등 3가지로 구분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서 활발한 지진활동이 감지되는 바, 우리나라 

지진관측과 R&D를 선도하는 KIGAM의 경우에도 관련 연구인프라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진예측 등 R&D분야에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지진관측 분야와 함께 지진 관련 R&D 리더십을 확보해야 함

 ○ 우리나라 지진전담 연구소(KIGAM)의 지진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유관 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진모니터링 및 관측망 구축․운영과 더불어, 중국지진국 산하 연구기관과 

같이 지진관련 연구분야를 세분하여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중국지진국과 같이, 우리도 지진관련 지구물리, 지진관련 지질연구, 지진

관련 지각응력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연구, 지진관련 지질공학연구, 

지진탐지 등으로 기본연구 단위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강점인 AI, ICT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도전적 난제영역으로 

여겨지고 인력 및 연구여건 미성숙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지진재해 예측‧저감

기술개발, 지진발생예측 및 사전대응연구 등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질자원분야 연구협력은 세부분야에 따라, 중국지질조
사국(CGS) 소관인지, 중국지진국(CEA) 소관인지, 과학기술부/중국과학원
(CAS)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함

 ○ ‘지질연구’ 유사 기능은 3개 부처 산하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 응급관리

부의 중국지진국에는 지질연구소가 있으며, 자연자원부의 중국지질조사국

에는 지질과학원과 지질연구소가 있고, 국무원 직속의 중국과학원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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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많은 분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산하 연구소 중에 지질지구물리

연구소(지질연구소와 지구물리연구소가 2002년에 통합됨) 등이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국제

협력 시 유념해야 함

 ○ 아울러, 중국과의 한․중 과학기술협력 추진 시에는 지질자원분야와 지진

분야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여야만 실질 협력실현의 가능성이 있음. 

막연하게 우리나라처럼 지질자원분야에서 지진을 관장하고 있다고 여기고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협력을 추진한다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지진분야 협력을 추진 시, 기술개발 분야는 중국지진국 

본부 또는 성급 지진국을 접촉하고, 특정지역의 지진관측 등을 협력하려면, 

성급 지진국 또는 해당 성 인민정부를 통한 접근 등이 효율적임

구분
응급관리부
중국지진국
지질연구소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
중국지질과학원

지질연구소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
(구, 지질연구소)

영문명
Institute of Geology(IGL),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Institute of 
Geology(IGEO),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Institute of Geology and 
Geophysics(IGG),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인터넷 

주소
www.eq-igl.ac.cn/ www.igeo.cgs.gov.cn/ www.igg.cas.cn/

위치 베이징시 차오양구 베이징시 시쳉구 베이징시 하이뎬구

연구
범위

지진연구와 지진재해감재 등과 
관련된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등 다분야를 망라한 
종합 지구과학 학술연구와 
학위과정 운영하는 학연기관

지역지질도 및 DB구축, 
지역육상구조 및 글로벌 
구조, 신생대지질 및 현대
지질생태환경, 초고압변성
작용, 암석학/광물학/지구
물리과학, 광상학, 심부지구
물리탐사, 동위원소지질학 등

지구물질성분과 성질분석, 지질
연대학측정, 지구 내부구조탐사, 
공간환경 관측야외플랫폼, 고
환경 데이터분석, 데이터 계산 
처리와 수치시뮬레이션, 심부자원
탐사장비개발. 공간지자기환경 
관측부터 지구심부 탐사와 수치 
시뮬레이션까지 전방위 종합 연구

주요
연구
조직

ᐧ활동구조연구실ᐧ지각변형연구실ᐧ심부구조연구실ᐧ신구조연대학실험실ᐧ구조물리실험실ᐧ강진구조지진위험성연구실ᐧ지진․지질재해위험연구실ᐧ활동화산․재해연구실ᐧ지진동력학국가중점실험실ᐧ활동구조화산중점실험실ᐧ지린성 백두산화산 국가 
야외 과학관측소

ᐧ지역지질․지질도작성연구실ᐧ구조지질연구실ᐧ지층고생물연구실ᐧ화성암연구실ᐧ변성암지질연구실ᐧ대륙동력학실험연구실ᐧ동위원소지질실험연구실ᐧ3D지질조사연구센터ᐧ암석권연구센터ᐧ이온탐침센터ᐧ에너지자원지질연구센터ᐧ국가급기술기반조건플랫폼ᐧ과기부 중점실험실

ᐧ암석권진화국가중점실험실ᐧ지구행성물리중점실험실ᐧ신생대지질환경중점실험실ᐧ가스자원중점실험실ᐧ광물자원중점실험실ᐧ셰일가스지질공정중점실험실ᐧ심부자원탐사첨단기술장비센터ᐧ공간환경국가야외과학관측소ᐧ생물광화나노구조공동실험실ᐧ몬순해양기후국제공동실험실ᐧ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공유플랫폼

<표> 중국 정부기관 산하 여러 지질연구소 개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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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사례로서, 백두산 화산 모니터링과 화산분출연구는 지진분야로 

간주되며, 중국지진국 직속단위인 지질연구소의 활동화산연구실, 활동구조

연구실, 지진구획․공정지진연구실과 활동구조․화산중점실험실과 지린성 

지방정부 산하 백두산화산 국가야외과학관측소 등과의 협력연구로만 가능함

   ※ (중국지진국 지질연구소) 활동화산재해연구실이 백두산 활동화산연구 센터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중국지질조사국 지질과학원 산하 지질연구소 등은 

백두산화산연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지질자원, 지진, 기초학술분야 연구기관은 각각 별도로 학위수여 

권한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전문분야의 조사탐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

면서 인력양성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KIGAM이 중국과의 인적교류 추진 

시에는 단순히 중국 측 대학 교수와의 네트워크 활용보다는 지질분야는 

중국지질조사국, 지진 및 백두산 화산분야는 중국지진국으로 구분하여 

기관차원으로 직접 접근하여만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의 지질자원분야 협력은 세부목적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소관인지, 

중국지진국 소관인지, 과학기술부/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협력 파트너를 적절하게 물색하여야 함. 백두산화산연구의 경우, 당연히 

중국지진국, 지린성지진국 및 지린성 인민정부를 접촉해야만 실질적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MOU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된 

KIGAM 지진연구센터-중국지진국 채널을 중심으로 관련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
연구
과제

ᐧ지각변형장 등의 커플링에 
기초한 지진감시기술연구ᐧ지진생성과정에 기초한 
지진이상정보 모니터링 기법 
실증연구ᐧ백두산 등 화산지역 맨틀 
포획체 지구화학연구ᐧ히말라야조산대 지각심부 
용융작용 영향연구 등

ᐧ지역지질조사(연 20건 정도) ᐧ지질도 및 지질주제도 발간ᐧ국가중점발전계획 심부지질 
자원탐사특별사업:칭하이-
티벳 충돌조산계, 북방 
동부 복합조산계조사탐사ᐧ제2차 칭하이-티벳연구사업ᐧ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수탁 지질자원학술연구 등

ᐧ화베이 순상지 
초기대륙암석권형성과진화연구ᐧ칭하이-티벳 고압-초고압변
질대 심부거동연구ᐧ전리층물리, 고층대기물리, 
행성물리, 계산시뮬레이션ᐧ계절풍-가뭄시스템진화연구ᐧ지질환경과정 시뮬레이션연구ᐧ심부광상성인연구 등

주요
역량
및

성과

ᐧ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연구 수주 20여과제 및 
최상위권 유지ᐧ대규모 지진으로 
촉발된산사태 공간예측, 
중국지진 2차발생 지질재해 
위험평가, 자연재해 
불확실성평가, 
Longmen(용문)산 
활동단층대연구 등

ᐧ지난20년간 학술논문 
3500여편(국제SCI 965편)ᐧ각종 지질도 및 지질주제도 
발간: 중국 지질도(1:5백만), 
아시아 화강암류/금속광상도 
(1:5백만), 
아시아지체구조도 (1:8백만), 
중국서부/인지질도 1:4백만), 
아시아-유럽지질도 (1:2.5백만), 
중국관입암지도( 1:4백만) 등

ᐧ중국북부 순상지파괴와 초기 
지각형성 및 진화연구ᐧ후기신생대 동아시아 
풍화토양과 환경변화ᐧ동아시아 계절풍 기후변화율 
및 구동 메커니즘연구ᐧ중앙아시아 조산작용 및 환경ᐧ중국동부 화강암 성인과 
지구동력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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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영역 전체에서 지질자원과 
지진분야의 위상은 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에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당초 사회주의 국가 건설 당시부터 자력갱생 관점에서 자본 축적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 대상으로 지하자원을 우선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광물에너지자원 탐사개발을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 대륙의 타림퇴적분지 등에서의 석유‧가스 

자원을 비롯한 희토류, 석탄자원 및 다양한 금속자원의 중국내 부존파악, 

탐사개발과 활용을 기반으로 현재의 경제적 성장의 밑거름을 구축하여 왔음

 ○ 이에 국가 조직에서도 지질자원과 지진이 속하는 기능이 단독 정부부처 

수준으로 각각 출발하였고, 현재도 관련부처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 기능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음

 ○ 이런 와중에, 지질자원분야 출신의 정부요직에의 진출과 성과창출로 

지질자원과 지진분야 전문가의 위상이 여전히 높다고 있다고 여겨짐. 

특히 이러한 중국에서의 지질자원 및 지진분야의 위상은 원로 지질학자 

이시구앙(李四光, Li Siguang) 박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현대 지구과학 및 지질조사 원로 지도자로서, 신 중국 성립이후 100대 

감동을 준 중국인물에 선정됨

   ※ 이시구앙 박사는 일본과 영국에서 정규 지질학을 학습한 지질학자로서, 서구의 

지질학 연구와 혁신시스템을 중국 국가경제발전에 접목하였고,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중국의 근대화와 국가발전과 연계하여 중국내에서의 지질학의 위상과 역할을 

최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있음

   ※ 이시구앙 박사는 생전에 학술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퇴적분지내 석유조사탐사와 

개발을 주도하였고, 지질역학이론 정립, 중국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개발 

관여와 제4기 빙하기 지질환경 연구업적이 있음

 ○ 한편,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기에 지질자원 정보파악 및 국토 

내에서 발생하는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재해대응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역사이래로, 중국은 치수 즉 양쯔강과 황하의 홍수 

범람과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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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가권력구조와 행정부문의 지질자원분야, 지진분야, 그리고 과학
기술전반을 관장하는 부처가 우리와 매우 상이함

<그림 12> 중국의 국가권력구조체계와 지질/지진분야 포지셔닝

 ○ 과학기술분야 전반은 국무원 과학기술부와 국무원 직속의 중국과학원(CAS) 

소속의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주관하고 있음

 ○ 지질자원분야의 경우, 중국은 근대 사회주의국가 태동시기부터 중국관할 

영토의 광물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부처에 지질부(나중에 

지질광산부를 거쳐 현재는 자연자원부가 됨)를 두고 R&D와 인력양성을 

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중요 전략자산으로 지하광물에너지 자원 조사탐사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지금도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등의 성급 지방 정부에는 지질광물

자원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의 지질연구 및 

행정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진분야도 중국은 광활한 영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막대하고 사회적 중요성이 큰 것을 간주하여, 

지진조사탐사와 지진방재 업무를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강화와 지방정부

에서의 자체적인 적극 대응과 재해저감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32개 성급 

지방정부와 그 아래 현/시급 단위까지도 관련 업무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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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부 국무원 → 과학기술부/중국과학원 → R&D,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등

 ※ 중국정부 국무원 → 자연자원부 → 지질광물 R&D,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등

 ※ 중국정부 국무원 → 응급관리부 → 지진분야 R&D,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등

□ 우리나라에서의 지진연구는 지질자원분야의 세부분야 하나로 구분되어 있음. 
반면,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분야임

 ○ 중국 지진분야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소관이며, 산하에 부속단위로 중국지진국(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CEA)을 두고 있음

   ※ 2018년 9월,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중국지진국은 당초 국무원 부처급의 

독립기관에서 변경되어, 정부부처(응급관리부) 산하 부속단위로 예속되게 

되었음. 실질적으로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응급관리부는 기관사국으로 지진지질재해구조지원사, 홍수가뭄방지사, 위험

감측종합감재사, 응급지휘센터, 구조지원조정예안관리국 등을 두고 있으며, 

부속단위로는 중국지진국을 비롯하여, 국가탄광안전감찰국, 소방구원국, 

삼림소방국, 국가안전생산응급구원센터 등을 두고 있음

<그림 13> 중국의 지구과학(지진학/지질학) 체계

 ○ 중국의 지질자원분야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자연자원부 소관이며, 

산하에 부속단위로 중국지질조사국(CGS, China Geological Survey)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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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초기에는 자원조사탐사개발 분야와 관련된 영역의 중요

성이 부각되어, 국가조직으로 국무원 부처로서 ‘지질부’를 두었고, 잦은 

자연재해를 감안하여 국가독립조직으로 ‘국가지진국’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중국지질조사국은 직속단위 19개소, 성급 지질조사원 19개소, 성급 지질환경

감측망 18개소를 두고 있음. 직속단위는 중국지질과학원을 비롯하여 6개 

지역 지질조사센터, 칭다오 해양지질연구소, 지질연구소, 광산자원연구소, 

지질역학연구소, 수문지질환경지질연구소 등의 전문분야 연구소를 갖추고 

있음. 성급 지질조사원 19개소와 성급 지질환경감측망 18개소는 각 성급의 

지질조사와 지질환경감측을 전담하는 지역조직임

 ○ 중국의 지질과학․자원기술 기초연구분야는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조직으로 

중국과학원(CAS)을 두고 있으며, 지질과학 관련 기초연구 전문기관으로 

두고 있음 

   ※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대부분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체제로 되어 있음. 이를 기반으로 산하에 각 분야별 또는 지역별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음. 중국은 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등이 있음

   ※ 중국과학원은 12개소의 분원이 있으며, 연구단위조직으로 75개소, 학교 공공

지원 단위조직으로 중국과학원대학 등 6개소, 공공건설 단위조직으로 상해

과기대학 등 12개소, 기타단위조직으로 청도요양원 등 4개소, 직접투자지배

유한기업으로 27개소 등이 있음

   ※ 중국과학원 12개 분원 아래의 전체 114개 분야별 기관 중에서 22개 기관 

정도가 지질자원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베이징분원의 지질지구물리연구소,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산시석탄화학연구소, 선양분원의 금속연구소, 해양연구소, 

얀타이해안대연구소, 상하이 분원의 규산염연구소, 난징분원의 지질고생물

연구소, 토양연구소, 지리․호수연구소, 우한분원의 암석역학연구소, 수공정

생태연구소, 광저우분원의 난하이해양연구소, 에너지연구소, 지구화학연구소, 

심해과학공정연구소, 청두분원의 산지재해환경연구소, 창샤광산자원탐사센터, 

쿤밍분원의 지구화학연구소, 시안분원의 지구환경연구소, 란저우분원의칭하

이염호연구소, 신짱분원의 생태․지리연구소 등이 해당됨

□ 중국지진국은 관련 법령으로 방진감재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방진감재규획, 
지진감측예보, 지진재해예방, 지진응급구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무원 
행정법규로는 지진안전성평가관리조례, 지진감측관리조례, 파괴성지진응급
조례, 지진예보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중국지진국 내부조직은 정부부처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관분야의 

법규, 인사관리, 교육훈련, 홍보확산, 감찰, 예산편성과 집행, 성급지진국

간의 조정, 예경보, 지진재해발생시 대응 컨트롤 타워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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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감측예보계획은 2020년까지의 중점공정으로 국가 지진강도 속보와 

지진 예경보 프로젝트, 변경해역 및 일대일로지역 지진모니터링, 쓰촨-

윈난 국가 지진 모니터링 예보실험장 운영 등을 설정하였음

 ○ 이외에 2020-2030 주요 국가정책으로는 지진관측소 네트워크 계획, 중국 

지진정보화계획, 중국 지구물리관측소 네트워크계획(지각변형 부문, 중력 

부문, 지자기 부문) 등이 있음

□ 중국의 지진업무 국가기관은 산하의 성급 단위조직 이하에 이르러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감독 하에 운영되는 중앙집권적 측면과 지방정부 
분권적 측면 모두를 지니는 이중 지도관리 체제임

   중앙정부(국가기관) → 성급 전문기관(성급 지질국/지진국) ← 성 인민정부

                                     ↓                        ↓

                       시/현 전문기관(시/현 지질국/지진국) ← 시/현 인민정부

 ○ 중국지진국의 베이징시지진국을 포함한 31개 성급단위 지진국은 중앙정

부조직인 중국지진국과 해당 성급 지방인민정부의 2중 지도관리체제로 

운영됨. 해당 성 관할지역의 지진관측과 예보, 지진기술개발, 해당 성에 

속한 시/현급 지진국 관리, 지진재해저감 및 지진발생 사후 복구관리, 

지진실태조사와 응급대응 등 컨트롤 타워 수행, 지진관련 인재 교육훈련, 

지진관련 경비 외 소요예산 등 관리, 해당 성급 관할지역의 지진관련 정책, 

방침 수립 및 일괄 관리 등

□ 중국에서의 지진분야는 넓은 국토면적 등을 감안하여, 중국지진국은 내부조직
(10개), 성급 지진국(31개), 직속단위조직(15개) 등 방대한 조직과 1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아울러,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하면서, 지속적인 지진탐지와 관측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 (중국지진국 성급 지진국) 베이징지진국, 톈진시지진국, 허베이성지진국, 산서성

지진국, 네이멍구지진국, 랴오닝성지진국, 지린성지진국, 헤이룽장성지진국, 

상하이지진국, 장쑤성지진국, 저장성지진국, 안후이성지진국, 푸젠성지진국, 

장시성지진국, 산둥성지진국, 하난성지진국, 후베이성지진국, 후난성지진국, 

광둥성지진국, 광시장족자치구지진국, 하이난성지진국, 충칭시지진국, 쓰촨성

지진국, 구이저우성지진국, 윈난성지진국, 시짱자치구지진국, 샨시성지진국, 

간쑤성지진국, 칭하이성지진국, 닝샤회족자치구지진국, 신장위구르자치구지진국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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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분야의 학술기초연구와 더불어, 지진조사탐사․관측․방재․예측․기기장비

개발․정책개발 등 세부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대규모로 운영

하고 있음

   ※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연구조직) 지구물리연구소, 지질연구소, 지각응력연구소, 

지진예측연구소, 공정역학연구소, 중국지진망센터, 지진재해방어센터, 발전연구

센터, 지구물리탐사센터, 제1감측센터, 제2감측센터, 방재과기학원, 선전방재

감재기술연구원, 지진출판사, 선전방진감재과기교류훈련센터(15개)

□ 중국지진국의 전체 관측망은 10,787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진관측망 4,649개소, 지구물리관측망(지각변형) 2,341개소, 지구물리

관측망(중력) 2,269개소, 지구물리관측망(지자기) 1,528개소 등 전체 

관측망은 10,78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부 및 남부 내륙

으로 확충을 지속하고 있음

 ○ 지진관측망은 구체적으로 지상속도관측소 1,107개소, 강진동가속도관측소 

2,975개소, 시현급 지진관측소 567개소 등 전체 4,649개소을 갖추고 

있으며, 지반운동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의 고 안정성, 고 신뢰성, 고 

정밀 연속관측자료 획득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기준관측소로서,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터널이나 지하관측소 부지에 위치한 

1류 관측소 166개소와 거기에 버금가는 2류 관측소 2,87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지구물리관측망(지각변형)은 GNSS 기준관측소 280개소, GNSS 유동

관측소 2,036개소, 원외 GNSS 관측소 25개소 등 2,341개소를 운영중

이며, 지구물리관측망(중력)으로서는 기준망 4개소, 기본망 76개소, 지역

망 101개 관제소와 관련 관측소 2,088개소 등 2,269개소를 운영중이고, 

지구물리관측망(지자기)으로서는 기준망 관측소 46개소, 기본망 관측소 

97개소, 유동망 관측소 1,385개소 등 1,528개소를 운영중에 있음

 ○ 이러한 관측망들은 2020-2030 확충계획에 따라, 고도화 및 정밀화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국 서부내륙 및 남부지역, 남북지진대, 

신짱텐샨지구, 화베이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관측소

간 거리를 좁히고 관측소별 관할구역을 줄이고자 좀더 조밀한 관측망을 

대폭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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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진국은 행정관리조직, 지진기술 연구개발조직, 지진관측조직 등 3가지로 
구분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학위
수여 권한도 함께 갖고 있음

 ○ 성급 지진국에도 관리조직, 직속 사업단위조직, 직속 지진관측시설(관측

스테이션) 등을 갖추고 있음

   ※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지방정부인 성급 혁명위원회는 지진

대대를 각각 설치 운영하였고, 여러 번의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중앙정부 

조직은 중국지진국의 지역조직인 성급 지진국에 해당 성급 지진조직을 통합

하여 운영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중 지도관리 체제를 유지함

□ 중국은 지진발생이 잦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등과 지진전담기관 
책임들을 명시한 법규와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책임
당국의 현장투입과 민심안정 대책추진과 함께, 재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과 
초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정보 수집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지진발생 시, 해당 성급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동원한 신속한 복구 

등의 지휘체계 운영으로 시간과 장비,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 지진방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진국과 지방정부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 관리 등을 통해서, 지진 취약시설물 관리 등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지진 대응 체계는 정부주도가 특징이며,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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