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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환경, 경제,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제
목 : [보도요청] 김포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 2차 구제급여 신청

김포 환경피해 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22명
2차 구제급여 신청
(사)환경정의와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월 11일(수) 오전11시 환
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를 신청한다. 구제급여 신청은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해결을 위한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이번 2차 구제급여 신청은 의료비,
장의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총 22인이 접수하게 된다.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2차 구제급여 신청자는 22명으로 ▲남성 10인, 여성 12인 ▲질환자 14인,
사망자는 8인 ▲거주지역은 거물대1리 2인, 거물대2리 10인, 초원지3리 10인이다. 2차 구제급
여 신청자 중 환경피해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4명은 의료비를, 이미 사망한 주
민 8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장의비를 신청한다. 피해지역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서를 통해 보
면 신청사유는 모두 집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질환자 14명의 경우 천식, 폐기종, 호흡곤란 등 기관지 질환을 호소
하는 주민들이 다수이며 그 외 혈관질환, 대장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장의비를 신청
한 8인의 경우 주로 암으로 사망한 경우이며, 인후두암, 췌장암, 혈액암, 대장암 사망자와 파킨
슨병, 천식 사망자 유가족이 신청하였다.
김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은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의한 첫 신청 사례로서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피해 지역 원주민(성인, 어린이 포함) 160여명 중 신청 의사가 확인된
주민, 지역 내 사망자 유가족 중심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 1차 신청자 23명(2016.12.8.)을
포함하여 총 55명이 신청 하게 된다. 향후 신청의사가 확인되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
해 주민과 신청 의사가 추가 확인된 주민 중심으로 3차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 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차 구제급여 신청(16.12.08)을 한 주민 23인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
사가 진행 중이며, 1월 18일(수)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
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본조사(60일 이내)를 진행하고 구제급
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끝)
# 첨부1)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구제급여 신청 현황(1쪽)
※ 문의 : 환경정의 환경부정의 대응팀 강보석 (02-743-4747 / 010-3384-2383)

[첨부 1]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구제급여 신청 현황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구제급여 신청 현황
1)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주민 현황
우선 신청 대상 : 약 160여명
※ 우선 신청대상은 김포환경피해지역 2차 역학조사 대상 지역(거물대1, 2리, 초원지3리)

2) 김포 환경피해지역 1,2차 구제급여 신청자 현황
분류
총 인원

거주지역

성별

주요
피해내용
주요
신청사유

신청항목

1차 구제급여 신청

2차 구제급여 신청

23인

22인

거물대1리 : 12인

거물대1리 : 2인

거물대2리 : 8인

거물대2리 : 10인

초원지3리 : 1인

초원지3리 : 10인

남 : 10인

남 : 10인

여 : 13인

여 : 12인

폐렴, 천식 등 기관지 질환
집 주변 공장으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
건강 피해
의료비 : 23인

천식, 폐기종, 호흡곤란 등 기관지
질환
집 주변 공장으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 건강 피해
의료비 : 14인
장의비(사망자) :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