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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제 34 차 회의 개최(신화사, 4.18)
¡ 4월 18일 북경(北京)에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深化改⾰領導⼩組)>
제34차 회의(이하 <회의>)가 개최되어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실시방안> 심의를 통과시킴.

¡ <회의>는 국가 생태환경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체폐기물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과 폐기물 종류를 구분하여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계획을
수립함. 또한, 수입관리목록을 작성한 뒤 법률, 경제,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입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제2회 <환경보호 선봉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개최(중화환경보호기금회,
4.24)
¡ 4월 22일 제48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 청화대학교에서 중화환경보호기금회
(中华环境保护基⾦会)와 중국구빈기금회(中国扶贫基⾦会)가 연합하여 제2차 <환경
보호 선봉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공익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함.

¡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또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2017년의 지원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500만 위안이며, 10개의 환경보호조직에
영향력, 창의력, 추진력 있는 환경보호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할 예정임.

¡ 제2차 <프로젝트>는 2017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7월과 8월에 총 두 차례 심사 평가를 진행하여 각각 20개의 후보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임. 그 후, 9~10월 2개월 동안 20개의 후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2017년 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

2

¡ <프로젝트>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각층, 특히 환경보호조직이 대중의 관심을 받아
관련 공익활동이 자금 측면에서 어려움 없이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함. 또한, 더
우수한 환경공익 프로젝트가 생겨나 중국의 환경문제 처리사업까지 확대되어 전
사회가 힘을 합쳐 환경질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북경에서 개최한 제2회 환경보호 선봉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원자력안전과 방사능오염방지 13.5규획 및 2025년 장기목표> 홍보회 개최
(중국환경보, 4.17)
¡ 4월 17일, <원자력안전과 방사능오염방지 13.5규획 및 2025년 장기목표>(이하
<규획>)를 알리기 위한 홍보회가 북경(北京)에서 개최됨. 유화(刘华) 환경보호부
부부장 겸 국가핵안전국 국장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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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는 홍보회에서 “<규획>은 원자력안전 처리체계와 처리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으로서, 원자력에너지와 원자력기술 이용사업의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추진
하고 중국의 원자력 사업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규획>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매개체로서 모든 업계의 원자력안전 보장
에 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이 원자력에너지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원자력안전과 방사능오염방지 13.5규획 및 2025년 장기목표> 홍보회 현장>

2017년 춘계 처급간부 연수반 개설식 개최(중국환경보, 4.18)
¡ 환경보호부 당교(党校)는 2017년 춘계 학기 처급간부 연수반 개설식을 개최함. 환경
보호부 당교의 구성원이자 부부장인 적청(翟青)은 개설식에 참석함.

¡ 환경보호부 당 조직은 집중 교대훈련과 당교학습을 거쳐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당
내부의 정치적 생활과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결정함. 이를 통해
당 간부는 깊이 있고 정확한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환경관리의 구조전환과
혁신을 이끌고, 환경 처리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시켜 생태문명건설의 새로운 성과를
위한 사상과 이론적 기초를 다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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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하북 공업폐수 싱크홀 사고 처리결과
¡ 천진(天津)과 하북(河北)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공업폐수 싱크홀 사건에 대해 환경
보호부는 4월 19일 각 시(市) 정부에 연합조사팀를 꾸려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함.

¡ 사고 발생 후 천진시 위원회 서기와 시 정부 시장은 즉각 서면으로 지시를 내려,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함. 동시에 시 전체에 자체조사,
자체개선 활동을 지시함. 천진시 환경보호국은 조직적으로 공업 싱크홀 처리 이후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2015년 시 전체에서 총 92개의 싱크홀 문제를 처리함.

¡ 사건 발생 후 하북성의 관련 지도자들은 서면으로 지시를 내려 하북성 낭방시(廊坊
市) 시정부는 지시에 따라 연합조사팀을 꾸렸고, 직접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임.
낭방시 기율위원회 감찰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4월 22일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사항을 발표함. 그러나 기율위원회, 현(县) 정부, 현 환경보호국이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싱크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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