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國內의 地震災害와 危險管理 方案

1. 地 震現況

가 . 한 반도 지진 발생 과 특 징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적은 우리나라는 1905년

인천에 처음으로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 한반도의 지진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분

석이 가능해졌고 1905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기상청통계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간 5∼10회의 지진들이 지진계에 관측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한국

기상청 통계에서는 한해동안 평균 19회의 지진이 발생하며, M 4.5이상은 2년에 1

회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93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지진발생

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96년 39회, 99년 7월까지 31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1> 참조)

<그림 4-1> 지진 발생빈도( 78∼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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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율에 대하여 일부의 지진학자들은 지진계측기 보급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한반도의 지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

다는 이상징후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반도의 지진특징에 대하

여 지적하고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12) .

① 한반도는 판 내부지진에 속하므로 지진의 발생이 불규칙적인 지형적 특징

을 갖고 있음

② 최근들어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 경북 울진지역에 지진발생 빈도가 증

가하였다는 점

③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부산, 대구지역에 규모 4.0이상의 지진발생 경험

이 없다는 점

④ 1993년을 기점으로 지진발생 빈도와 규모 4.0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

고 특히 96년에는 39회 98년에는 32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⑤ 동해와 인접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지진발생은 지진해일을 일으켜 수십

분∼3시간만에 동해안 내륙에 도착할 가능성 있다는 점

⑥ <표 2-3>와 같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빈도가 적다는 점

⑦ 지진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대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

⑧ 지진에 대한 각종 건축 및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12)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서울대 지질학과 이기화교수의 「한반도의 지진위험

도」와 서울대 지질공학과 박창업 「한국의 지진위험특성과 대처방안」 등 여러

지진학자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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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 진피 해현 황

우리나라의 지진피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8C경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6년 규

모 5.1의 쌍계사지진으로 부상4명 건물파손 113동의 피해와 1978년 규모 5.0의

홍성지진으로 부상2명 건물파손 118동의 피해가 있었다.(<표 4-1> 참조)

<표 4-1>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 리스트

지진명 진원시 규모(M) 지진의 진도(JMA)

쌍계사 지진 1936. 7. 4 5.1 쌍계사(Ⅴ), 부상4명 가옥파괴113동

속리산 지진 1978. 9.16 5.2 보은(Ⅳ), 일부낡은가옥 피해

홍성 지진 1978. 9.16 5.0 홍성(Ⅴ), 부상2명, 건물파괴118동, 성곽파괴

삭주 지진 1980. 1. 8 5.0 서울(Ⅰ), 북한지역 피해미상

포항 지진 1981. 4.15 4.8 포항(Ⅳ) 일부가옥, 균열

사리원 지진 1982. 2.14 4.5 서울(Ⅲ)

울진 지진 1982. 3. 1 4.7 울진 북동 약 45km 해역, 울진(Ⅳ)

영흥도 지진 1985. 6.25 4.0 인천 남서 약30km, 인천(Ⅲ)

울산 지진 1992. 1.21 4.0 경남 울산 남동쪽 약 50km해역, 울산(Ⅲ)

울산 지진 1992.12.13 4.0
울산 남동쪽 약 70km해역, 울산, 포항, 경주,

부산(Ⅲ- Ⅱ)

울산 지진 1994. 4.22 4.6
울산 남동쪽 약 175km해역, 울산, 포항, 부산,

대구(Ⅲ)

울산 지진 1994. 4.23 4.5
울산 남동쪽 약 100km해역, 울산, 포항, 부산,

경주(Ⅲ)

홍도 지진 1994. 7.26 4.9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홍도, 흑산도, 목포,

완도(Ⅱ)

백령도 지진 1995. 7.24 4.2 백령도 서쪽 약 70km 해역, 서울,경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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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명 진원시 규모(M) 지진의 진도(JMA)

양양 지진 1996. 1.24 4.2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Ⅳ)

영월 지진 1996.12.13 4.5 영월 동남쪽 약 80km 해역(Ⅳ)

경주 지진 1997. 6.26 4.2 경주 남동쪽 9km(Ⅳ)

백령도 지진 1998. 2.10 4.1 백령도 서남서쪽 90km 해역(Ⅳ)

속초 지진 1999. 1.11 4.2 속초 북동쪽 15km 해역(Ⅳ)

자료 : 대한재보험, 「위험과 보험」, 97봄호, p .97

이상과 같이 지진에 대한 피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위험에

대하여 무관심해 왔던게 사실이며 실제로 그 필요성은 미약하다고 할수 있었

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 할수 없는 것은 눈부신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엄청난

산업시설과 각종 대형 구조물들이 들어서 그만큼의 國富가 증가하였으며 한번

의 지진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각

종 건축물과 도로, 교량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도입이 최근에야 비로

소 이루어져(각각 건축물에 대해서는 88과 93년에 도입) 그 만큼 지진에 대한

위험이 높다 사실을 내진설계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6,50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고베지진13)의 교훈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

을 명심해야 한다.

13) 일본 고베지진의 공식 명칭은 일본 기상청이 정한 「兵庫縣南部地震」이라고 호칭

하나 「한신대지진」,「관서대지진」등으로 혼용하여 불리어 지다가 지진명칭의 통

일화를 위하여 일본 각료회의에서 「阪神·淡路島大地震」로 결정하였다.

越知 隆,「地震災害と保險」,『保險學雜誌』第551 , 日本保險學會, 平成7年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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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 震災害 防災 對策

가 . 자 연재 해대 책법

재해대책이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 사전대책, 피해발생시의 피난, 응급복구 등과 관련된 응급대책, 피해를 복구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책의 3단계로 구분된다.14)

정부는 이러한 지진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대책 등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진방재

대책을 규정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동법의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재해복구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액과 부

담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나 . 방 재조 직

지진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

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방재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에서는 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 재해대책위

14) 국립방재연구소, 『홍수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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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

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그림 4-2> 중앙재해대책본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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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자치부,『재해대책편람』에서 정리

주) 시·도 재해대책본부, 시·군·구 재해대책본부도 동일한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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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시도군구별에도 본부를 두고 있다. 이

와함께 재난관리법에서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내에 중앙긴급

구조본부를, 시도군구별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다 . 내 진설 계기 준과 문제 점

지진재해는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고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대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사전적인 예방대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의 도입이 있다. 내

진설계기준의 도입은 1978년에 발생한 홍성지진의 피해로 인하여 10년만에 건

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m 3 (30,250평)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5,000 m 3 (1,512평) 이상인

관람시설, 1만 m 3 (3,025평) 이상인 판매시설, 발전소와 전화국 등 공공시설 등

에 적용하고, 16층 이상 건물이나 건물기둥간 거리가 30m이상인 경우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도로와 교량에도 내진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까지 <표 4-2>와 같은 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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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내진설계기준 대상

법적 근거 내진설계기준 대상시설

법령으로 규정 건축물, 석유정재·비축·저장시설

기준 또는 표준시방서에서 규정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저수지, 다목적댐, 고속철

도, 교량·터널

새로운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항

미설정된 시설물

어항, 화학류 저장소 및 취급소, 수도,

일반댐, 수문 및 배수펌프장, 도시철도,

농업생산시설,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배수갑문

자료 : 행정자치부,『재해대책편람』에서 정리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법규는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

다. 건축법은 『제38조 (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

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시행규칙에서는 지진하중에 대한 산식과

기준 설계시 고려사항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국의

지진구역을 2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물의 중요도를 건물의 용도와 도

시계획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88년이후부터 설계·시공된 건물에 있어서는 내진설계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어 내진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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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지진하중을 규모 5.2∼5.3정도까지 견딜수 있도록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진규모에서는 건물의 큰 피해가 예상됨

②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과 구조물이 내진설계도입이전에 설계·시공되었기

때문에 내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됨.

예컨대 현재 사용중인 서울의 한강 교량중에서 내진설계를 고려한 교량은

한군데도 없음

③ 내진설계 도입이전 이미 설계·시공된 건축물·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진성

능에 진단·판정하여 표시하게 하고 중요도가 높은 병원, 학교, 발전시설,

원자로, 댐, 관공서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함

④ 아직까지 어항, 화학류 저장소 및 취급소, 배수펌프장, 도시철도, 도시가

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의 도

입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발생시 큰 인명피해

가 예상됨

3. 關 聯商品 과 料 率

가 . 관 련상 품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지진보험』이란 별도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으

나 지진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만들어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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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 부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공

사보험, 조립보험과 같은 보험에서는 보통보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분류하여

보상하고 있다. 또한 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

지변으로 인한 신체상해는 면책사항이므로 「천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

하면 지진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은 <그림 4-3>와 같다.

<그림 4-3> 지진위험 담보특약의 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지진으로 생긴 아래의 손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② 지진으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손해

③ 지진으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손해

3. 자기부담금 :

한번의 사고(72시간이내에 발생한 사고는 1사고로 봄)시 손해액에서 100

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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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담보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구약관에서는 보험가액에 2%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는 보험가액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정액공제로 하여 초과한 손

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현재 화재보험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는 F.O.C Policy를 비롯하여 5

종류의 영문 보통보험약관이 있으나 대부분이 지진 및 지진에 기인된 화산폭

발, 해일로 인한 원인이 되거나 발생한 재물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arthqu akes Coverage Clause」등의 특약을 통하

여 지진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림 4-4> 영문 지진담보 특별약관(번역)

이 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분화, 지진 또는 지진

에 의한 해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의해서 이 증권상에 명시된 보험목적

에 손해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를 보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은 보험은 없으나 「지진위험담보 특

별약관」에서 기업성물건 뿐만아니라 주택, 일반물건, 공장, 창고등에 대해서

폭넓 보장하고 있다. 특별약관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는 97년말 824건으

로 화재보험 총 계약건수 1,939,304건의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 4-4>에서 보는바와 같이 96년부터는 가입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담보대상에서 주택물건의 계약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보험 보급율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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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97년말 세대당 가입율은 13.1%에 달한다.

<표 4-3> 연도별 지진위험담보 특약 가입현황

(단위 : 건수)

담보내용 FY'94 FY'95 FY'96 FY'97

주택 63 99 106 545

일반물건 2,753 2,767 156 204

공장 2,732 1,909 81 74

창고 11 19 1 1

화재보험계약(A) 2,064,895 2,204,594 2,239,325 1,939,304

지진특약가입총계(B) 5,559 4,794 344 824

B/ A비율 0.27% 0.22% 0.01% 0.04%

주) A와 B의 건수는 국문약관의 계약건수임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연보」 95∼ 98 각년도

나 . 지 진위 험담 보특 약의 요율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개발원이 작성하여 2000. 3월 순

보험료 자유화이전까지 각 손해보험회가 표준보험요율의 75%∼115%범위내에

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보험계약 실적이

미미하여 요율의 조정이 없다가 소손해공제조건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어서

현재는 0.009%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9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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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示 唆點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탄생한 많은 시설물과 건축물들이

부실공사가 원인이되어 붕괴되는 대형사고를 맞이하였다. 그 중에서 90년에 발

생한 대표적인 대형사고의 사례를 들면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화성씨랜드 화재사건이 그것이다. 이

러한 대형사고들의 원인을 두고 총체적인 부실에서 오는 사고라고 하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부실공사는 지진재해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물하중이나 내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진하중과 내진성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진

위험에 관한 대처방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지진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떤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진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해복구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의 지진예방대책과 사후적인 의미의 지진관련 보험이 필요하며,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반도내에 발생하는 지진의 본질에 대한 기초과학의 지원

과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나, 고속전철, 수력발전소, 각종산

업시설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진이 발생하기

수초전에 자동운행정지가 가능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심층우물을 이용한 미소지진관측이나 해저관측,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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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변동관측 등 지진관측방법에 대한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내진설계기준의 도입전에 설계·시공된 건구조물과 산업시설에 대하여

위험도 순위에 따라 내진성능을 진단하여 안전성부족의 경우 이를 표

시하거나 또는 보강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때, 정부차원에서 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체계적인 비상훈

련 마련과 주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진피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지진보험의 보급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장 일본과 같은

지진보험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다음과 같은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하겠다.

첫째, 다수인이 출입하는 호텔이나 백화점, 공연장, 종합운동장, 종합병원등과

같은 다중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이러한 방법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되면 지진보험

의 의무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

부가 재보험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지진보험의 보급율이 확대되면 효율적인 지진보험관리 업무를 수행하

고 해외 재보험처리등을 통하여 국내 지진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도

모하기 위하여 지진보험풀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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