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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를 이용한 토양오염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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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Soil Contamination using Q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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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soil contamination maps using 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suggest selection methods for soil pollution sources for preferential investigation in a

soil contamination survey.

Method: Data from soil contamination surveys over five years in Gyeonggi-do Province, South Korea (2013-

2017) were used for making soil contamination maps and analyzing the density of survey points. By analyzing

points exceeding the concern level of soil contamination, soil pollutant sources for priority management were

identified and selection methods for preferred survey points were suggested through a study of the model area.

Results: A soil cont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at 1,478 points over five years, with the largest number of

surveys conducted in industrial complex and factory areas. Soil contamination maps for copper, zinc, nickel,

lead, arsenic, fluoride, and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were made, and most of the survey points were found

to be below concern level 1 for soil contamination. The density of the survey points is similar to that of densely

populated areas and factory areas. The analysis results of points exceeding the criteria showed that soil pollutant

sources for priority management were areas where ore and scrap metals were used and stored, traffic-related

facilities areas, industrial complex and factory areas, and areas associated with waste and recycling. According

to the study of the model area, the preferred survey points were traffic-related facilities with 15 years or more

since their construction and factories with a score of 10 or more for soil contamination risk.

Conclusion: Soil contamination surveys should use GIS for even regional distribution of survey points and for

the effective selection of preferred survey points. This study may be used as guidelines to select points for a soil

contamination survey.

Key words: 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eocoding, soil contamination survey,

soil contamination map

I. 서 론

토양오염은 수질, 대기 등의 다른 환경오염과 달

리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경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 오염으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고, 오염지

역 및 오염물질에 따른 특이성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1) 또한 땅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는데 끝

나지 않고 식물연쇄 작용에 의해 오염물질이 농작물,

동물로 이행되어 축적되거나 지하수, 지표수를 오염

시키는 등 인체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며,2)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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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오염되면 복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비

용 또한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이러한 사전예방 의미에서 토양오염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은 토

양오염이 우려될 만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지

침을 정하고 있으며 지점선정과 시료채취는 시·군

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에서 선정한 지점

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

이는 등 지역적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데 이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따라서 지점선정에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면 지점 선정시 중복되는 지점은

피하고 지역적 고른 분포를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된 GIS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이

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토양오염지

도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오염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시각화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GIS

를 이용하여 토양오염지도를 작성한 예로 박 등1)은

인천지역의 토양측정망에 대한 토양오염분포도를 지

도화하였고, 정 등3)은 강원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

점의 군집분석과 토양오염도를 작성하였다.

토양오염관리에 GIS의 적용은 공간 및 속성정보

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높

고, 데이터의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므로 데이

터가 축적될수록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자료를

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오

픈소스 데스크탑 지리정보시스템)4)과 연계하여 조사

항목별 토양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조사지점의 밀집

도 분석과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토양환경보전법」과「토양오염실

태조사지침」5)에 따라 경기도를 대상으로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5년간 조사된 토양오염실태조사 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공공기관홈페이지에서 경·위

도 좌표가 포함된 토양오염원 자료를 검색하여 공공

데이터포털6)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2018),

경기데이터드림7)에서 경기도 공장등록현황(2018) 자

료를 수집하였다. 시·군경계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

보포털8)에서 통계청의 (센서스경계)시군구경계(2018)

를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간경계를 구축

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QGIS 2.18.17 버전을 이용하여 토양오

염실태조사 지점의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지도를 작성하였다. 토양오염원 종류별 조

사지점 분포도, 밀집한 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유

용하게 쓰이는 온도지도(Heat map)을 통한 조사지

점의 밀집도 분석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을

지도로 작성하였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관리대상 오염원 선

정을 위한 시범지역 연구를 통해 토양오염실태조사

의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QGIS는 공간데이터 조회, 편집, 분석 기능들을 제

공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스크탑 GIS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초기 및 유지비용이 들지 않은 무료 프

로그램이며, QGIS 사용자간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9)

III. 결 과

경기도의 5년간(2013-2017) 토양오염실태조사를 분

석한 결과 총 1,478지점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군

부대시설 27지점은 지도 작성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항목은 불검출이 많은 항목을 제외한 구리(Cu), 비

소(As), 납(Pb), 아연(Zn), 니켈(Ni), 불소(F),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를 대상으로 하였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의 데이터는 한 지점당 여

러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한 지점 당 최소 3~5공

까지 굴착하고 깊이에 따라 표토, 중토, 심토까지 시

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최대 9개까지 데이터가 생산

된다. 각 지점별 생산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굴착

깊이에 따른 일정한 분포특성은 보이지 않고 랜덤

(random)하게 분포하고 있어 각 지점별 대푯값으로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TPH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에서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지점 또는 오

염의 개연성이 높은 1개 지점을 선정하므로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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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데이터를 그 지점의 대푯

값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점을 지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공

간속성정보를 가지는 경·위도 좌표로 변환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버전의 지오코딩

프로그램10)을 활용하여 조사지점의 경·위도 좌표를

각각 입력한 뒤 QGIS에서 좌표계(WGS84, EPSG:

4326)를 설정하여 점(point) 형태의 지도를 작성하였

다. 지오코딩 후 지도에 생성되는 포인트는 해당 지

적 필지 중앙에 표시되는데3) 임야와 같이 면적이 넓

은 필지의 경우 실제 조사지점과 거리상 차이가 발

생하므로 위치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지오코딩 작업

시 주소의 잘못 표기, 사업장 이전, 행정구역명 변

경 등의 주소 오류로 지도에 정확한 위치 확인이 되

지 않는 지점들은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조사지

점을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QGIS에서 직접 위치를 수정하였다.

1. 조사지역별 측정지점

조사지역 종류별 지점수를 살펴보면 총 1,478지점

중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이 376지점(25%)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교통관련시설

지역이 338지점(2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이 204지점(14%),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이 187지점(13%) 순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는

시·군에서 지점 선정 시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점오

염지역(20% 이상)과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을 반영한 결과이다.

Fig. 1은 조사지역별 지점의 분포도를 QGIS를 이

용하여 지도에 나타낸 것으로 군부대 지점을 제외한

1,451지점을 지도에 표시하였다.

2. 조사지점의 밀집도

조사지점들이 어느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밀집도 분석은 QGIS의 온도지도(Heat map)

플러그인을 활용하였다. 조사지점의 밀집도 분석 결

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3은 경기도 공장등록현황의 온도지도(Heat map)

을 작성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양오염실태조사지

점 밀집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1. Number of soil contamination survey points by

investigation area type

Code Investigation area type
Number 

of points

1 Industrial complex and factory areas 376

2 Areas inflowed industrial wastewater 1

3 Areas stored or used ores and scrap metals 187

4 Metal smelter areas 0

5 Areas associated with waste and recycling 204

6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as 16

7 Traffic-related facilities areas 338

8 Railroad-related facilities and railroad tie 26

9
Restoration areas of forests, etc. and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1

10
Areas where contaminated soil has been 

cleaned and cleanup soil has been used
53

11
Areas where accidents and civil 

comlaints, etc occurred
120

12
Residential areas around industrial 

complex
8

13 Children playing facilities areas 113

14 Shooting rage-related facilities areas 10

15
Areas changed due to strengthening of 

soil pollution concerns standards
0

16 Land development areas 25

Total 1,478

Fig. 1. Distribution map of soil contamination survey

points by investigation area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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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한 시·군 당 10

개 지점 내외로 선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시·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시·군에서의 밀집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인 쏠림현상과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 등3)이 연구한 강원도 지역

의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지도 작성

5년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지점별 토양오염도는 조

사항목별로 분류하여 점(point) 형태의 객체에 오염

도를 단계별로 그룹화하여 지도를 작성하였다. 중금

속 측정지점은 첫 번째(파랑색) 단계부터 네 번째(연

두색) 범위까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기준 이하

의 농도를 가지는 지점들이다.

중금속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들이 1지역 기준 이

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리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이 150 mg/kg으로 0~50 mg/kg

의 지점수가 1,138개소로 전체 지점의 85%를 차지

하고 있고, 아연은 1지역 기준이 300 mg/kg으로 0~

100 mg/kg 의 지점수가 647개소, 100~200 mg/kg의

지점수가 514개소로 200 mg/kg 이하의 지점이 87%

에 달한다.

니켈은 1지역 기준이 100 mg/kg으로 0~25 mg/kg

의 지점수가 685개소, 25~50 mg/kg의 지점수가 489

개소로 50 mg/kg 이하의 지점이 88%이고, 납은 1지

역 기준이 200 mg/kg으로 0~25 mg/kg 의 지점수가

679개소, 25~50 mg/kg의 지점수가 461개소로 50 mg/

kg 이하의 지점이 86%이고, 비소는 1지역 기준이

25 mg/kg으로 0~5 mg/kg의 지점수가 964개소, 5~10

mg/kg의 지점수가 263개소로 10 mg/kg 이하의 지점

이 9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의 중금속 농

도는 1지역 기준을 훨씬 못 미치는 농도를 보이고 있다.

불소는 1지역 기준이 400 mg/kg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

으며, 총 523지점을 분석한 결과 0~50 mg/kg의 지

점수가 100개소, 50~100 mg/kg의 지점수가 57개소,

100~200 mg/kg의 지점수가 138개소, 200~400 mg/

kg의 지점수가 167개소로 다양한 농도의 지점들이

존재하였으며, 400 mg/kg 이하의 지점이 88%를 차

지하고 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지역 기준이 500 mg/

kg 으로 0~100 mg/kg의 지점수가 633개소, 100~300

mg/kg의 지점수가 212개소로 300 mg/kg 이하의 지

점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토양

오염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

Fig. 2. The heat map analysis of soil contamination

survey points (2013~2017)

Fig. 3. The heat map analysis of factories registered in

Gyeonggi-d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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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il contamination map by the investigation items (Cu, Zn, Ni, Pb, As, F, 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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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훨씬 낮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

5년간 자료의 조사결과 총 70개 지점이 우려기준

을 초과하였고, 시·군별로는 안산시 12개소, 시흥시

10개소로 다른 시·군에 비해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경우 원광석·고철 야적지가 경기도 31

개 시·군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11) 반월특수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

다. 시흥시 역시 반월특수(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등록공장의 개수도 경기도에서 네 번

째로 많은 지역에 속한다.7) 이 두 지역의 초과지점

에 대한 지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와 주유소 용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토양오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

는 오염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조사지역 종류별 초과지점을 살펴보면 원광석·고

철 보관·사용지역이 16개소로 가장 높고, 교통관련

시설지역 15개소,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4개소, 폐

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11개소로 위의 4개

조사지역이 다른 조사지역에 비해 초과율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으로 관

리가 필요하다. 토지지목별 초과지점수를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24개소로 가장 많았고, 잡종지 13개소,

주유소용지 12개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및 공

장지역과 교통관련시설지역의 토양오염관리가 중점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항목별 초과지점수를 살펴보면 석유계총탄화

수소가 22지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

Fig. 4. Continued

Fig. 5. The points exceeded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by items and the number of points

exceeded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s

Table 2. The number of points exceeding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s

City Name
Number of 

points
City Name

Number of 

points

Suwon 0 Gunpo 4

Goyang 0 Osan 2

Seongnam 3 Icheon 7

Yongin 0 Yangju 2

Bucheon 0 Anseong 2

Ansan 12 Guri 2

Namyangju 0 Pocheon 0

Anyang 2 Uiwang 3

Hwaseong 2 Hanam 0

Pyeongtaek 2 Yeoju 0

Uijeongbu 0 Yangpyeong 2

Siheung 10 Dongducheon 0

Paju 2 Gwacheon 0

Gimpo 2 Gapyeong 1

Gwangmyeong 3 Yeoncheon 1

Gwangju 6 Tota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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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아연 16지점, 비소 15지점, 불소 12

지점, 납 10지점 순으로 나타나 주유소 등의 기름유

출과 공장지역 및 원광석·고철 야적지 오염원에 의

한 토양오염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토양오염원은 원광석·고철

보관·사용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산업단지 및 공

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으로 석유

계총탄화수소와 아연, 비소, 불소, 납 등 항목에 대

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토양오염관리 정책방향 수

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 선정을 위한 시범지

역 연구(양주시)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공공기관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경·위도 좌표가 포함된 토양오염원 자료를 검색

한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현황(2018), 경기데이터드림에서 경기도 공장등

록현황(2018)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는 모두

경·위도 좌표를 포함하고 있어 QGIS에서 바로 점

형태의 지도로 변환이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과 지도

작성의 용이성을 갖추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 중 오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사대상으로 교통관련시

설지역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만을 대상으로 지도

를 작성하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자료는 경기

도 31개 시·군 중 3개의 시만 자료가 공개되어 있

어 공장등록현황 자료와 더불어 토양오염원을 잘 활

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양주시를 선정하여 시범지역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유

독물 저장소, 가스 충전소, 송유관 배관시설 등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관련시설을 선별하기 위해

주유소 및 운수회사 차고지에 해당되는 시설 106개

지점을 추출하였고, 경기도 공장등록현황에서는 양

주시 소재의 공장 2,111개 지점을 추출하여 지도에

나타내었다(Fig. 6).

교통관련시설인 주유소 및 운수회사 차고지를 대

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을 선정하면 시

설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부식에 의한 토양오염 개

연성이 증가하므로 노후화된 시설부터 우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연도별 분포도를 작성

하였다(Fig. 7). 환경부의 주유소 관리정책에 따르면

토양오염도검사는 완공 된지 15년을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노후화 기준을 15년으로 정

하였고,11) 준공 된지 1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 56개

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설은 전체 시설의 52%

를 차지하고 있어「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

Table 3. The number of points exceeding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by investigation area

type

Code Investigation area type
Number of 

points

1 Industrial complex and factory area 14

3 Area stored or used ores and scrap metals 16

5 Area associated with waste and recycling 11

6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a 1

7 Traffic-related facilities area 15

10
Areas where contaminated soil has been 

cleaned and cleanup soil has been used
1

11 Accident and civil appeals occurred area 8

13 Children playing facilities area 1

16 Land development area 3

Total 70

Fig. 6. Distribution map of registered factories and traffic-

relat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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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명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

염도검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의 선정방법은 첫 번째 각 공장의 업종분류

표와 생산품을 참고하여 업종분류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이 등2,13,14)이 기술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잠재

적으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3등급으

로 분류하여 업종에 따른 토양오염위험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Table 4). 세 번째 공장의 등록일자를 기

준으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등록 된지 20년 이상이면 3점, 20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이면 2점, 10년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각 공장의 토양오염위험도 산정방법은 업

종별 가중치에 노후화 정도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도에 나타내었다(Fig. 8).

Fig. 7. Distribution map of traffic-relat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year of completion

Table 4. The weighted value of factories by type of

business

Type of business score

Petrochemistry, dyeing processing, leather

5
Ready-mixed concrete, concrete, glass manutacture, 

printing

Metalwork (smelting, painting, plating, etc)

Machine, equipment, part manufacture
3

Wood processing, plastic goods manufacture

Food processing, clothing or textile manufacture, etc. 1

Fig. 8. Distribution map of factories according to soil

contamination risk score

Fig. 9. Distribution map of soil contamination survey

points investigated prefer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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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장들의 토양오염위험도를 산정한 결과 우선

조사해야 할 대상은 토양오염 위험이 높은 업종 및

준공 된지 오래된 시설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위험도

가 10점 이상인 시설 289개소(13.7%)를 선정하여 지

도에 표시하였다(Fig. 9).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양주시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선정 시 우선 조

사대상 토양오염원을 지도에서 확인함으로써 지점

선정의 용이성과 지역적 고른 분포를 통해 체계적인

지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고 찰

자료 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통일성이다. 5년간 경기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자료

를 수집한 결과 주소의 잘못 표기, 지번 주소와 도

로명 주소의 혼용, TM 좌표와 경위도 좌표의 혼용

등 자료의 통일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토양오

염실태조사 서식에는 조사지점의 위치를 지번 주소

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된 자료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혼용되고 있어 통일된 양식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지점의 지번 주

소 옆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도로명 주소를 함

께 입력하는 것을 제안한다.

좌표의 경우 TM 좌표와 경위도 좌표가 혼용되고

있는데 TM 좌표를 QGIS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차 발생으로 좌표 변환값을 수정한 좌표계를 사용

해야 하지만 경위도 좌표는 중부원점 적용시 정확하

게 일치하므로 경위도 좌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장에서 경위도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

폰의 경위도 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토양오염실태

조사 자료에 정확한 경위도 좌표가 있으면 QGIS에

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오코딩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지

도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

히 매년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이 변경되는 점을 감

안하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토지가 개발되면서 지목이 변

경되어 과거 주소로는 조사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므로 토양오염실태조사시 시료채취기록부

에 현장에서 확인한 경위도 좌표를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 중 가장 빈도

수가 많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타 시

도에 비해 조사지점의 굴착 공수가 많은 편으로 평

균 한 지점 당 3공을 굴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

을 발견할 확률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유소

의 경우 취급하는 기름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주유소 토양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지역까

지 오염시킬 수 있어 환경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환경부의 주유소 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주유

소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정기적

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양오염도 검

사는 최초검사 후 15년 까지 5년마다 1회, 15년 이

후에는 2년마다 1회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토양오

염실태조사 지점에 선정될 경우 검사 주기는 더 짧

아지게 된다. 시범지역 연구 결과에서 15년 이상 된

주유소가 절반 이상(52%)인 것을 고려하면 토양오

염실태조사와 중복적인 면이 있더라도 주유소의 토

양오염도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

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

다. 요즘 인터넷만 잘 활용하면 환경관련 데이터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목적에 알맞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 관련 자료는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를 활용할 수

있고, 공간정보서비스에는 공업단지, 광산, 유류저장

소, 주유소 등의 잠재오염원 지도를 제공하는 지하

수오염취약성도 주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

만 되어 있을 뿐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토양오염

잠재오염원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경로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우선

조사대상 토양오염원 선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

자체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

이 주목적이다. 시범지역 연구에서 중점관리대상 토

양오염원 중 적용하지 못한 원광석·고철 보관·사용

지역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데이터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를 확보하여 우선조사 대상 선정

방법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지자체 담당자

의 GIS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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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지점선정은 가장 중요부분

이다. 하지만 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지점 선정을

시·군에 전적으로 맡겨 두고 있어 지점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측정되었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을 GI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지역적 고른 분

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연계한 조사지점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을 분석한

결과 중점관리대상 토양오염원은 원광석·고철 보

관·사용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으로 선정되

었고, 조사항목으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아연

(Zn), 비소(As), 불소(F), 납(Pb) 등이 중점관리가 필

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토양오

염원의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오픈 데이터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과 공장등록현

황 자료를 활용하여 시범지역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통관련시설은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공장시설은

토양오염도가 10점 이상인 시설이 선정되었다. 이들

선정된 시설과 그동안 측정했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을 중첩하여 지도에 함께 나타내면 토양오염실

태조사 지점 선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경기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선정시 GIS

를 활용하면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정확한 기초자

료의 수집과 실제 토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

러 공간 요소들을 지도상에 연결하여 다양한 오염원

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조사지점 선정의 객관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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