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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

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

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

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 ,

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핵심용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편익과 피해 주민의식핵심용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편익과 피해 주민의식핵심용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편익과 피해 주민의식핵심용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편익과 피해 주민의식: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오면서 용수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수부,

족 문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런 용수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

로 댐 건설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용수공급뿐만이 아니라 홍수조절 발전 등의 기능을 이루어 농업 및 산, ,

업을 발전시키고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 및 깨끗한 식수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편익은, .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반면 댐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몰

이주민 발생 기상변화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 · .

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되는 정도가 미약하며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고 있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사항.

을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

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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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범위연구방법 및 범위연구방법 및 범위연구방법 및 범위2.2.2.2.

본 연구에서는 충북에 위치하고 있는 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적 지역으로는 대,

청댐이 위치하고 있는 청원 보은 옥천과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는 충주 제천 단양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연, , , , .

구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사항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댐 주변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 및 지원사업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표표표 1111 연구대상 댐 현황연구대상 댐 현황연구대상 댐 현황연구대상 댐 현황....

수계수계수계수계 댐명댐명댐명댐명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길이길이길이길이 높이높이높이높이 총저수량총저수량총저수량총저수량 연간발전량연간발전량연간발전량연간발전량 관련행정구역관련행정구역관련행정구역관련행정구역

금강 대청댐
좌 대전시 대덕구:

우 충북 청원군:
‘75.3~’81.6 495m 72m 백만1,490 ㎥ 240~196GWh

대전 보은, ,

옥천 청원, ,

한강 충주댐 충북 충주시 ‘78.6~’86.10 447m 97.5m 백만2,750 ㎥ 백만844 KW
단양 제천, ,

충주

댐으로 인한 편익 및 피해사항댐으로 인한 편익 및 피해사항댐으로 인한 편익 및 피해사항댐으로 인한 편익 및 피해사항3.3.3.3.

댐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

문에 그동안의 대부분 연구에서도 댐으로 인한 편익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댐 주변지역의 피해부분에 대한

계량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계량화를 시도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목적.

댐에 대한 계량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개괄적인 계량화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

편익부분편익부분편익부분편익부분3.13.13.13.1

대청댐은 년 월에 준공된 이후 대전과 청주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및 전라북도 지역으로 연간1980 12 ,

백만 의 생공용수 공급 및 미호천 유역 및 금강하류 지역으로 연간 백만 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고1,300 349㎥ ㎥

있으며 연간 홍수조절량이 백만 에 달하고 있다 충주댐의 경우는 연간 용수공급량이 백만 로서, 250 . 3,380㎥ ㎥

그 중 백만 이 생공용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원 여주 이천 등 한강유역에 백만 의 관2,731 , , , 315㎥ ㎥

개용수와 백만 의 하천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연간 홍수조절량이 백만 연간334 . 616 ,㎥ ㎥

발전량이 로 약 천 년의 유류대체효과를 가지는 등 다양한 편익을 주고 있다844GWh 1,300 BL/ .

피해부분피해부분피해부분피해부분3.23.23.23.2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수몰로 인한 피해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 교통불편 피해 기타피, , ,

해로 구분하여 피해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수몰피해로는 대규모의 수몰지 및 수몰이주민의 발생으로 인한.

지역의 지방세 수입원 상실 지역의 생산지 역할을 했던 농경지와 임야의 상실로 인한 농림업 소득의 감소가,

있다 또한 댐 건설 전에는 하천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하였던 부분이 댐 건설 후 댐 구역내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공의 허가를 받아 허용지역내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에만 채취가 가능해져 골재채취권

상실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된다 기상변화피해로는 댐 건설후의 잦은 안개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및.

냉해 성장저해 등과 안개로 인한 시정 및 일사 차단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있다 교통불편 피해는 도, .

로의 수몰로 인해 많은 지역이 오지로 고립되고 이설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거나 굴곡도가,

심해진 부분들이 교통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거리 및 시간비용을 산정하였다 그.

외에도 매년 홍수기 때마다 유입되는 토사 등의 불순물로 인한 탁수를 정수하기 위한 약품 사용비 연중 낮,

은 온도로 방류되고 있는 댐 방류수로부터 농작물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온수지 기회비용 가정에,

서 목욕 등 생활용수 사용시 온수를 위한 연료비 등 냉수피해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별 피해 산정방.

법은 표 와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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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222 댐으로 인한 피해액 계량화 방법댐으로 인한 피해액 계량화 방법댐으로 인한 피해액 계량화 방법댐으로 인한 피해액 계량화 방법....

피해항목피해항목피해항목피해항목 산정방법산정방법산정방법산정방법

수몰로

인한

피해

지방세 감소

인구기준 연간 인당 지방세 타지로 이주한 수몰이주민수: 1 ×·

가구기준 연간 세대당 지방세 타지로 이주한 수몰민 세대수: 1 ×·

토지기준 연간 토지 면적당 지방세 수몰지 면적: ×·

농업소득 감소

쌀농사 면적 당 평균 조수입: (ha) × 1ha①

밭농사 면적 최저 및 최고 작물의 당 평균 조수입: (ha) × 1ha②

과수농사 면적 최저 및 최고 작물의 당 평균 조수입: (ha) × 1ha③

총 농업소득 감소분 의 값 의 값 의 값: + +④ ① ② ③

임업소득 감소 충북 임산물 총 생산액 충북 총 임야면적 수몰 임야면적÷ ×·

골재채취권 상실 수몰 전 골재채취량 현재 골재채취량 골채채취량당 수익금( - ) ×·

기상

변화로

인한

피해

농업소득 감소

농작물별 생산량 안개로 인한 농작물 수확감소율 당 단가× × kg·

단 수확감소율은 기존 연구사례에 제시된 추정비율 사용- ,

식량작물및특용작물 과실류 과채류및엽채류근채류조미채소류( 5~10%, 10~20%, 10~15%)

주민건강피해
시군별 연간 진료비 안개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

단 진료비 증가율은 기존 연구사례에 제시된 추정비율을 사용- , (5~10%)

교통

불편

피해

교통불편피해

연간 시간비용 운행수단별 시간당 노동임금 증가시간 평균승차인원: × ×① ∑

일일교통량 일× × 365

연간 운행비용 추가거리에 대한 평균연비 휘발유 가격 일일교통량 일: × × × 365② ∑

연간 총 손실비용 의 값 의 값= +③ ① ②

오지마을 선박

시내버스운행
·댐 관련하여 운행되는 선박 운행비 주민용 여객선 및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비+

기타

피해

탁수피해 탁수 정수위한 약품사용비·

냉수피해
온수지 기회비용 온수지 면적 공시지가 금리적용 보수 관리비용: ( × × ) +·

온수이용위한연료비 댐방류수상수도보급세대수 개월여름 원월세대: × 3 ( : 6,7,8) × 20,000 / /·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분석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분석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분석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분석4.4.4.4.

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의 경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제 조 내지 제 조 법률43 44「 」

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문제점주민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문제점주민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문제점주민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문제점4.14.14.14.1

가 건당 사업비의 소액화 현상가 건당 사업비의 소액화 현상가 건당 사업비의 소액화 현상가 건당 사업비의 소액화 현상....

대청댐과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의 각 지자체별, , , , , 2001

년 년의 지원사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청 및 충주의 전체 건당 지원사업비가 평균 약 백만원으~2007 28

로 소액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년의 경우 사업별 건당 사업비를 분석한 결. 2006

과 건당 소득증대사업비가 대청댐 약 백만원 충주댐 약 백만원이며 생활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대청댐20 , 22 ,

약 백만원 충주댐 약 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16 , 27 .

표표표표 3333 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의 연도별 건당 사업비 단위 천원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의 연도별 건당 사업비 단위 천원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의 연도별 건당 사업비 단위 천원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의 연도별 건당 사업비 단위 천원.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평 균평 균평 균평 균

대청댐 - - 15,785 18,418 29,402 18,130 20,291 20,405

충주댐 30,100 31,610 25,953 35,634 37,626 25,189 32,352 31,209

전 체 30,100 31,610 21,784 28,234 34,475 22,595 27,502 2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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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증대사업의 부적합성나 소득증대사업의 부적합성나 소득증대사업의 부적합성나 소득증대사업의 부적합성....

년 시행된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의 명목으로 지원된 사업의 대부분이 농로 및 도로2006

포장이나 길 하천 배수로 및 상하수도의 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위주의 시행으로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주민, ,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는 포장 및 정비사업이 전.

체의 를 차지하였으며 단양군의 경우도 약 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81% , 77% .

표표표표 4444 년 시행된 소득증대사업의 현황 단위 천원년 시행된 소득증대사업의 현황 단위 천원년 시행된 소득증대사업의 현황 단위 천원년 시행된 소득증대사업의 현황 단위 천원. 2006 ( : ). 2006 ( : ). 2006 ( : ). 2006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포장사업포장사업포장사업포장사업

농로 도로 등농로 도로 등농로 도로 등농로 도로 등( , )( , )( , )( , )

정비사업정비사업정비사업정비사업

하천 배수로 등하천 배수로 등하천 배수로 등하천 배수로 등( , )( , )( , )( , )

공공시설설치공공시설설치공공시설설치공공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및 보수사업및 보수사업및 보수사업

농가물품지원농가물품지원농가물품지원농가물품지원

농기계 톱밥 비료 등농기계 톱밥 비료 등농기계 톱밥 비료 등농기계 톱밥 비료 등( , , )( , , )( , , )( , , )

지역문화시설 및지역문화시설 및지역문화시설 및지역문화시설 및

특산품 개발특산품 개발특산품 개발특산품 개발
기타사업기타사업기타사업기타사업

대청댐 389,000 95,000 31,910 372,860 28,400 40,000

충주댐 263,913 185,400 102,000 196,068 200,723 172,175

총 합 652,913 280,400 133,910 568,928 229,123 212,175

기타사업 노후어선대체 치어방류 표시판 설치 등: , ,

다 지원사업 시행자의 이원화다 지원사업 시행자의 이원화다 지원사업 시행자의 이원화다 지원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 ) ,

주민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 육영사업 및 지타지원사업 댐 저수사용료보조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의 경우는 댐( , ) ( , )

관리단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업의 중복문제 사업의 소규모 소액화 현상을 일으. , ,

키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라 반복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문제라 반복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문제라 반복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문제라 반복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문제....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 실정으로 이는 댐 건설이후 지속적인 지

원사업 시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4.24.24.24.2

설문조사는 보다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대상.

은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객관적인 주민의식을 파악하고자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선실무자를 대

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대상은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며 법적 지원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

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개 시군의 지원사업 담당자 총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중 남자 여‘6 62 , 84%,

자 평균근무연한은 년이었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4 . .

표표표표 5555 경제적 손실정도 단위 명경제적 손실정도 단위 명경제적 손실정도 단위 명경제적 손실정도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전혀전혀전혀전혀

없음없음없음없음

별로별로별로별로

없음없음없음없음
보통보통보통보통

많은많은많은많은

편임편임편임편임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음많음많음많음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0(0) 0(0) 1(6) 10(56) 7(39) 18(100)

충주 0(0) 2(5) 3(7) 20(45) 19(43) 44(100)

총합 0(0) 2(3) 4(7) 30(48) 26(42) 62(100)

표표표표 6666 사업의 합목적성 단위 명사업의 합목적성 단위 명사업의 합목적성 단위 명사업의 합목적성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전혀전혀전혀전혀

아님아님아님아님
아님아님아님아님 보통보통보통보통 적절적절적절적절

매우매우매우매우

적절적절적절적절

무응무응무응무응

답답답답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1(6) 2(11) 10(56) 3(17) 1(6) 1(6) 18(100)

충주 6(14) 15(34) 18(36) 5(11) 0(0) 0(0) 44(100)

총합 7(11) 17(27) 28(45) 8(13) 1(2) 1(2) 62(100)

표표표표 7777 주민피해정도 단위 명주민피해정도 단위 명주민피해정도 단위 명주민피해정도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전혀전혀전혀전혀

없음없음없음없음

별로별로별로별로

없음없음없음없음
보통보통보통보통

많은많은많은많은

편임편임편임편임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음많음많음많음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0(0) 0(0) 4(22) 10(56) 4(22) 18(100)

충주 0(0) 0(0) 4(9) 25(57) 15(34) 44(100)

총합 0(0) 0(0) 8(13) 35(56) 19(31) 62(100)

표표표표 8888 주민의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주민의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주민의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주민의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매우매우매우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만족만족만족만족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매우매우매우매우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0(0) 4(22) 13(72) 1(6) 18(100)

충주 0(0) 2(5) 33(75) 9(20) 44(100)

총합 0(0) 6(10) 46(74) 10(16) 62(100)



554

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남자 여자 정도였으611 . 83%, 17%

며 약 정도의 응답자가 농업에 종사하며 현 거주지에 평균 년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70% , 34

다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주민 약 정도가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원사. 70% ,

업의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한 인지도는 약 정도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9% . .

표표표표 9999 정신적 물질적 피해정도 단위 명정신적 물질적 피해정도 단위 명정신적 물질적 피해정도 단위 명정신적 물질적 피해정도 단위 명. , ( : (%)).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전혀전혀전혀전혀

없음없음없음없음

별로별로별로별로

없음없음없음없음
보통보통보통보통

많은많은많은많은

편임편임편임편임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음많음많음많음

무응무응무응무응

답답답답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3 17 39 83 60 4 206

충주 5 27 85 205 77 6 405

총합
8

(1)

44

(7)

124

(20)

288

(47)

137

(23)

10

(2)

611

(100)

표표표표 10101010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매우매우매우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만족만족만족만족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매우매우매우매우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무응무응무응무응

답답답답
총 합총 합총 합총 합

대청 4 41 123 37 1 206

충주 4 55 241 96 9 405

총합 8(1) 96(16) 364(59) 133(22) 10(2)
611

(100)

표표표표 11111111 주민의견반영도 단위 명주민의견반영도 단위 명주민의견반영도 단위 명주민의견반영도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적극적극적극적극

반영반영반영반영
반영반영반영반영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잘잘잘잘

반영반영반영반영

안됨안됨안됨안됨

전혀전혀전혀전혀

반영반영반영반영

안됨안됨안됨안됨

무응무응무응무응

답답답답
총합총합총합총합

대청 17 58 76 41 12 2 206

충주 3 85 184 112 17 4 405

총합
20

(3)

143

(23)

260

(43)

153

(25)

29

(5)

6

(1)

611

(100)

표표표표 12121212 이웃과의 갈등경험 단위 명이웃과의 갈등경험 단위 명이웃과의 갈등경험 단위 명이웃과의 갈등경험 단위 명. ( : (%)). ( : (%)). ( : (%)). ( : (%))

구분구분구분구분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음많음많음많음

많은많은많은많은

편임편임편임편임

조금조금조금조금

있음있음있음있음

없는없는없는없는

편임편임편임편임

전혀전혀전혀전혀

없음없음없음없음

무응무응무응무응

답답답답
총합총합총합총합

대청 19 26 81 59 20 1 206

충주 6 36 151 157 50 5 405

총합
25

(4)

62

(10)

232

(38)

216

(35)

70

(12)

6

(1)

611

(100)

표표표표 13131313 지원사업비의 규모 단위 명지원사업비의 규모 단위 명지원사업비의 규모 단위 명지원사업비의 규모 단위 명. ( : /(%)). ( : /(%)). ( : /(%)).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대청대청대청대청 충주충주충주충주 총합총합총합총합

아주 부족 132 283 415(67.9)

조금 부족 58 88 146(23.9)

충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음 11 23 34(5.6)

충분하지만 지원방법 문제 5 5 10(1.6)

충분 0 1 1(0.2)

무응답 0 0 5(0.8)

총 합 206 405 611(100)

표표표표 14141414 적절한 지원사업형태 단위 명적절한 지원사업형태 단위 명적절한 지원사업형태 단위 명적절한 지원사업형태 단위 명. ( : /(%)). ( : /(%)). ( : /(%)). ( : /(%))

지원형태지원형태지원형태지원형태 대청대청대청대청 충주충주충주충주 총합총합총합총합

지역활성화 통한 소득증대 57 158 215(35.2)

주거 및 문화생활 증진 23 63 86(14.1)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13 19 32(5.2)

주위환경 수질개선 가능, 16 26 42(63.9)

경제적으로 직접적 도움 94 134 228(37.3)

무응답 2 5 7(1.1)

총 합 206 405 611(100)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댐 건설은 수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

에게 주어지는 반면 댐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몰이주민 발생 지방세 감소 기상변화, ,

피해 개발 및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년 이래 댐 주변지역 주민들, . 1990

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일정액수가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

며 지원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소액화 사업 공공사업위주사업으로 소득창출 미흡 반복사업시행과 사후관리 부족, , , ,

사업시행자 이원화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지원금의 현실화 지원사업 곟획수립주체 일원화. , ,

중복사업 소액사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시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지자체별, ,

초법적 전담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여 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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