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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축분뇨실태조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육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실태 등을 조
사하는 것을 말한다.(Kim et al., 2017). 이 중 토양오염현황조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 전 지역의 토양 오
염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 영향 파악하
는 상세조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원(축사)과의 인접 유무에 따라 오염우려 지점과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지점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토양환경오염현황조사 지점 선정 방안을 마련하
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기초조사와 상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의 공간범위는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대상과 

소권역 혹은 세부유역 대상으로 세부단위 공간을 구분 하여 조사 하였다. 샘플링 지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염
원 자료(전국오염원조사 축산계) 및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을 통해 확보한 연속지적도 자료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프로그램 내 공간분석기능(spatial analysis tools)을 이용하였다. 또한 가축
분뇨실태조사 오염현황 영향권을 설정하는데 가축매몰지역 오염조사 거리를 참고하였다(환경부, 2013).

3. 결과 및 고찰
조사 단계별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 샘플링 지점 선정 기준은 대상지역의 오염원(축산계)을 중심으로 영향권

(반경300 m∼500 m)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목(전, 답) 중 오염원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점을 우선 고려하여 선
정하였고(Fig 1), 상세조사의 경우 대상지역의 면적에 따라 격자(300 m×300 m∼500 m×500 m)를 생성 하여 
격자내에 포함된 토양 시료채취 대상지목(전, 답)중 1개 지목을 선정하였다(Fig 2).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샘플링 지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기초조사 지점 선정.

         
Fig. 2. 상세조사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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