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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ion of agricultural topsoil leads to reduced organic sources, a transformation of soil structure, a 

formation of water repellent soil layer, and changes in balance and availability of nutrients.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the change in soil environment of adjacent agricultural lands affected by forest fires, we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topsoil of agricultural lands in Goseong and Gangneung, 

Gangwon Province in 2019. The forest fire damaged agricultural land adjacent to forests do not have 

sufficient combustion sources like forest land. So there are no root burning, ash penetration, soil structure 

transformation, and water repellent soil layer, which can cause the soil to be thermally damage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bulk density, porosity, soil moisture, and soil three phase) 

and chemical (pH, EC, organic matter,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cations) properties of the 

agricultural land damaged by wildfire and the control agricultural land. Based on this, there appears to be no 

combustion damage that affects the soil environment of farmland.

Keywords: Agricultural land, Forest fire, Soil combustion damage, Soil property, Soil water repellency

(Paddy) (Upland) (Orchard) (Wilderness)

The burn phenomenon of top soils including ground cover, ash color and depth, soil structure, 
roots, and soil water repellency applied by USDA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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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겨울과 봄철에 건조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에 의한 기후 특성상 산불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은 산림식생 및 토양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한다 

(Raison, 1979; Hungerford et al., 1991; Rab, 1996). 산불 발생은 식생 소실, 표토의 낙엽 및 산림 잔유물 등 유기물원 

감소, 토양 입단구조 변형을 일으키고, 산불 강도가 강한 경우 토양수분 반발층이 형성되기도 한다 (Kauffman et al., 

1993). 토양 피복도 감소와 토양입단 단립화는 빗방울에 의한 토양입자 분산을 용이하게 하고 토양수분 반발층 형성

은 투수성을 감소시켜 적은 양의 강우에도 토양침식이 증가한다 (Lee et al., 2004a; Robichaud, 2005). 또한 산불로 

인하여 질소, 인산, 칼륨, 황 등과 같은 양분이 손실되고 연소한 재에 의한 유기물 및 토양 pH 증가는 양분 유효도에 영

향을 준다 (Khanna and Raison, 1986; Carballas et al., 1993). 이러한 토양환경 변화는 토양 특성, 산불 강도, 연소한 

재의 집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산불 발생 후 경과시간이나 기상요인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DeBano, 

1991). 궁극적으로 산불 발생 이후 새로 생장하는 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양관리는 산림경영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Kauffman et al., 1993).

산불에 의한 토양환경 변화는 산불발생 2 - 3년 이내에 산불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Woo et al., 1985; Lee et al., 

1988; Woo and Lee, 1989). 산불이 산림 및 산림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식생 변이연구 (Woo 

and Kwon, 1983; Woo et al., 1985; Lee et al., 2004b), 지표 유출량 및 토사 유출량과의 연구 (Wells, 1987; Kim et 

al., 2008), 표토 토양구조 및 토양삼상 분포와 같은 산림토양의 물리성 변화 연구 (Lee, 1996), 산불이 산림토양의 화

학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Daubenmire, 1968; Swan, 1970; Douglas and Ballard, 1971; Seo et al., 2010) 등이 있

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산불 발생 후 그 지역의 2차 천이와 토양 성질 변화에 대한 연구 (Kang and Lee, 1982; Kim 

et al., 1983; Woo et al., 1985; Kim, 1989; Woo and Lee, 1989; Sim and Kim, 1993; Lee et al., 1997; Lee et al., 

2004b), 산불이 소나무림 토양의 영양염류에 미치는 영향 (Mun and Choung, 1996), 산불이 토양 미생물 군집과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Oh et al., 2001)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산불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산불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어느 한 시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들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불

피해 후 산림식생 변이, 산림토양 유실 및 복구대책, 산림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변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산지 부

근에 인접한 농경지 토양의 피해 정도는 보고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 피해를 받은 산지 인접 농경지의 토양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4일 - 5

일에 산불이 발생한 강원 고성과 강릉 지역 농경지 토양 표토층의 물리화학성을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강원 고성과 강릉 지역에서 산불피해 산림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불은 강원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에서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산림 2,487 ha가 소실되고 4월 5일 진화되었으며,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산림 1,260 ha가 소실되고 4월 5일 진화되었다.

산불이 진화 된 후 2019년 4월 17일부터 토지이용별로 논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50-1에서 벼 그루터기가 

약 30% 연소한 지점, 밭은 강원 동해시 망상동 419-2에서 임지 인접부분에 약 50% 연소 지점, 과수원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12에서 아로니아 관부 연소로 80% 고사한 지점, 황무지는 강원 동해시 망상동 408-6에서 억새 등이 



202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3, No. 2, 2020

70% 이상 연소한 지점에서 조사하였다. 토양의 산불연소 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연소지점은 표토 유기물이나 과수

의 관부가 연소된 지점으로 하였고, 대조지점으로서 비연소지점은 연소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에서 표토 유기물이

나 과수가 연소피해 흔적이 없는 지점을 선택하였다. 연소지점과 비연소지점은 각각의 필지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3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미국농무부 산불피해 조사기준 (Parson et al., 2010)에 따라 표토층은 식물체 관부 및 유기물층을 조사하였고, 15 

cm 깊이까지 시굴하여 토양 연소 상태, 식물뿌리 분포, 토양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토양 물리화학성 변화를 조사하

기 위하여 표토 0 - 15 cm에서 2인치 코어시료와 토양을 채취하여 실내에서 풍건한 후 2 mm 체를 통과한 것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토양 물리화학성은 Soil Survey Laboratory Methods Manual (USDA, 2004)와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입경분석은 30% H2O2로 유기물을 분해하고, 5% sodium 

hexametaphosphate로 분산시켜 pipette법으로 측정하였고, 용적밀도, 용적수분함량 및 토양삼상은 2인치 코어 (100 

cm3)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공극률은 용적밀도와 토양삼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토양 pH와 전기전도

도는 토양과 물의 비율을 1:5로 하여 초자전극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토양유기물과 유효인산은 각각 Tyurin법과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다. 교환성 양이온 (K, Ca, Mg 및 Na)은 1.0-N NH4OAc (pH 7.0) 용액으로 침출하여 유도

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ICP-OES, Integra XL Dual, GBC,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림인접 농경지의 연소지점과 대조지점 토양에 대한 물리화학성의 통계적 유의성 차이 검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유의수준 

5%)를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조사지점의 일반적인 현황은 Table 1과 같았다. 조사지점 중 귀산 양질사토와 반호 사양토는 산록과 연결되는 산록 

경사지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촌 사양토는 산림의 좁은 곡간에 위치하였고, 남계 사양토는 하성평탄지 토

양이지만 임지 가까이에 위치한 토양이었다. 산불에 의한 토양의 연소 정도는 표토 유기물이 다소 불에 그슬린 흔적 

(scorching)이 나타나는 낮은 연소에서 표토에서 5 cm 이내에 토양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토양수분 침투 반발층 

(water repellency layer)이 형성될 정도로 심한 연소현상이 나타난다.

산불피해 농경지의 연소 강도는 Fig. 1과 같이 표토 유기물을 포함한 표토층의 연소 상태, 토양 중 연소한 재 (ash)

의 침투정도, 토양구조 변화, 식물뿌리 연소 정도와 깊이, 수분침투 반발력을 조사하였다. 논 표토에서는 벼 그루터기 

및 볏짚이 연소되었으나 식물체 원래 조직이 관찰 가능한 상태이었고, 토양 중 벼 뿌리 연소나 연소한 재 (ash) 침투가 

Table 1. Soil survey information of the sampling sites affected by forest fire.

Land use Topography Soil series
Soil texture

(USDA)
Effective soil depth

cm

Paddy Alluvial plain Namgye Sandy loam 15

Upland Alluvial fan Banho Clay loam 20

Orchard Narrow valley Sachon Sandy loam 50

Wilderness Hilly Guisan Loamy sa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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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고, 토양구조 변형 없이 물을 가하면 즉시 흡수되었다. 밭과 황무지에서 식물체 원래 조직이 관찰 가능

한 상태로 전년도 농산물 잔사나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쑥 (Artemisia princeps) 등의 연소 면

적이 50% 이하로 토양 중 연소한 재 (ash) 침투정도, 토양구조 변화, 식물뿌리 연소 깊이, 수분침투 반발력이 논토양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아로니아 (Aronia melanocarpa)가 식재된 과수원에서는 토양유실방지 및 잡초 발생방지를 위하

여 피복되었던 흑색비닐이 연소되고 과원의 일부는 아로니아 관부가 연소되어 고사되기도 하였으나 토양 중 잔뿌리

가 연소하거나 연소한 재 (ash) 침투, 수분침투 반발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농무부 산불피해 조사기준 (Parson et 

al., 2010)에 따른 연소 피해 강도는 지표면에서 식물체 조직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았으며 연소면적은 50% 이

하였다. 연소한 재 (ash)는 토양 중으로 침투하지 않았으며, 지표면 인접부에 직경 0.25 cm 이하의 미세 뿌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토양구조 변형 없이 시굴한 토양단면에 물을 가하면 표토로부터 5.0 cm 이내에서 물방울을 형성하지 않

고 물이 즉시 침투하는 점으로 보아 연소피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수분 반발층의 출현 여부는 산불피해 농경지 토양유실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관목지대 수관층 온도가 1,100°C 이상 (Countryman, 1964), 토양과 낙엽층 경계 온도는 약 850°C

에 도달 할 수도 있으나 산불로 유기물층에서 기화된 소수성 유기물이 토양 중으로 확산하면서 표토로부터 0.5 - 5.0 

cm 하부층에서 두께 1 mm 이하로 응축되어 토양입자 표면에 피복된다 (DeBano, 2000; Brady et al., 2001; Neary et 

al., 2005). 토양수분 반발층은 토양이 약 175°C 미만으로 가열 될 때는 발생하지 않으나 (DeBano, 1991; DeBano, 

2000; Doerr, 2004; Dlapa et al., 2008), 토양이 175 - 200°C에서 15분 이상 가열 될 때 강한 토양수분 반발층이 형성

되며 (DeBano, 1991, March et al., 1994), 토양이 280 - 400°C로 가열되면 기존에 생성된 토양수분 반발층이 파괴되

기도 한다 (Savage, 1974; DeBano et al., 1979; March et al., 1994; Giovannini and Lucchesi, 1997). 한편, 모든 조사

대상지에서 산불 당시에 토양이 절연체 역할을 하고, 농경지에서는 가연성 물질량이 적어 토양 5 cm 깊이에서 토양온

도가 150°C 이상을 초과하기 어렵다 (DeBano et al., 1979)는 점을 고려하면, 토양수분 반발층을 형성할 정도로 토양

에 연소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다. 미국의 Rendija Canyon, Frijoles Canyon 및 Beaver Gulch 산림지역에서 

산불 연소 토양은 토양수분 반발층이 형성되어 비연소 토양보다 수분침투율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and Moody, 2001).

(Paddy) (Upland) (Orchard) (Wilderness)

Fig. 1. The burn phenomenon of top soils including ground cover, ash color and depth, soil structure, roots, and soil 

water repellency applied by USDA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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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접 농경지 중 논과 과수원은 사양토, 밭은 식양토, 황무지는 양질사토로 연소지점과과 비연소지점의 토양 

물리성은 Table 2와 같았다. 용적밀도, 공극률, 토양수분, 고상, 액상은 연소지점과 비연소지점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기상의 경우 논에서 비연소지점이 연소지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밭, 과수원, 황무지에서는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Nam et al. (2000)의 연구에서 산불 이후 토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

표면 (토심 0 - 10 cm)의 용적밀도는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투수계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바 있다. 본 조사에서 농경지는 물리성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산불피해를 받지 않았

으며, 이것은 연소피해가 낮아 수분 침투가 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불 인접 농경지별 연소지점과 비연소지점의 토양 화학성은 Table 3과 같다. 산불 이후 유기물 함량은 논을 제외

한 농경지에서 증가하였고, 유효인산은 과수원을 제외한 다른 농경지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pH, EC, 교환성 양이

온은 산불피해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토양은 조사 시점에 따

라 유기물 함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산불은 단기적으로 많은 양의 죽은 뿌리를 발생시켜 

산림 토양 유기물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산화발생 후 지상부 소실과 함께 낙엽, 낙지 등과 같

은 유기물원 유입량이 감소한 결과라 하였다 (Covington and Sackett 1984; Woo et al., 1985; Lee et al., 1988). 또한 

다른 연구에서 산화지 표토층의 토양 pH와 교환성 양이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Lee et al., 1988, Woo 

and Lee, 1989), 그 원인은 연소한 재의 발생과 함께 증가한 교환성 양이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ison, 1979; 

DeBano, 1991; Mun and Chang, 1996). 따라서 산불의 영향을 받아 토양표면의 잔여물이 열에 의해 분해되거나 산화

되어 토양 내 유기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pH, EC,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은 조사 농경지에 따라 증가 또는 감

소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농경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농무부 산불피해 조사기준 (Parson et al., 2010)에 따른 

산불 연소 강도는 지표면의 식물체 조직을 식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소면적은 50% 이하였다. 연소한 재 

(ash)는 토양 중으로 침투하지 않았고, 지표면 인접부에 직경 0.25 cm 이하의 미세 뿌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토양구

Table 2. Soil physical properties of the burned and unburned agricultural lands adjacent to forest fires.

Land use Site Bulk density Soil porosity Soil moisture
Three phase

Solid Liquid Gas

Mg m-3 % % (w/w) -------------------- % --------------------

Paddy

Burned 1.29 ± 0.04 51.2 ± 1.4 18.3 ± 1.1 48.8 ± 1.4 23.6 ± 0.9 27.6 ± 0.9

Unburned 1.17 ± 0.09 55.8 ± 3.6 21.4 ± 3.8 44.2 ± 3.6 24.9 ± 2.6 30.9 ± 1.3

Pr >｜t｜† NS NS NS NS NS *

Upland

Burned 1.31 ± 0.11 50.5 ± 4.2 20.2 ± 4.4 49.5 ± 4.2 26.4 ± 6.0 24.1 ± 8.6

Unburned 1.32 ± 0.08 50.0 ± 3.1 20.3 ± 2.3 50.0 ± 3.1 26.7 ± 1.4 23.3 ± 1.8

Pr >｜t｜ NS NS NS NS NS NS

Orchard

Burned 1.16 ± 0.03 56.1 ± 1.2 12.8 ± 1.7 43.9 ± 1.2 14.9 ± 1.6 41.2 ± 0.9

Unburned 1.20 ± 0.12 54.5 ± 4.5 11.6 ± 1.4 45.5 ± 4.5 13.9 ± 2.0 40.6 ± 5.9

Pr >｜t｜ NS NS NS NS NS NS

Wilderness

Burned 1.28 ± 0.11 49.7 ± 4.3 12.9 ± 2.0 50.3 ± 4.3 16.4 ± 1.3 33.3 ± 3.6

Unburned 1.38 ± 0.04 47.8 ± 1.5 10.6 ± 1.7 52.2 ± 1.5 14.6 ± 2.0 33.2 ± 1.5

Pr >｜t｜ NS NS NS NS NS NS

†NS and * are no significant and significant, respectively, at p < 0.05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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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형 없이 시굴한 토양단면에 물을 가하면 표토로부터 5.0 cm 이내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지 않고 침투하는 점으로 

볼 때, 모든 농경지의 연소피해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불 인접 농경지 중 토양유기물은 논을 제외한 농경지의 

연소지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효인산은 과수원을 제외한 농경지의 연소지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불 인접 

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he burned and unburned agricultural lands adjacent to forest fires.

Land use Site pH EC† S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1:5 (H2O) dS m-1 g kg-1 mg kg-1 ----------------- cmolc kg-1 -----------------

Paddy

Burned 6.0 ± 0.0 0.26 ± 0.02 27.5 ± 0.8 104 ± 4 0.26 ± 0.02 3.56 ± 0.11 0.60 ± 0.02 0.34 ± 0.00

Unburned 5.7 ± 0.0 0.34 ± 0.07 27.0 ± 0.4  97 ± 1 0.25 ± 0.01 3.57 ± 0.08 0.60 ± 0.02 0.34 ± 0.00

Pr >｜t｜‡ * NS NS * NS NS NS *

Upland

Burned 6.9 ± 0.0 0.24 ± 0.01 20.7 ± 0.2  54 ± 1 0.76 ± 0.01 7.21 ± 0.08 1.96 ± 0.02 0.34 ± 0.00

Unburned 7.5 ± 0.0 0.28 ± 0.01 16.6 ± 0.0   3 ± 0 0.55 ± 0.01 7.78 ± 0.07 1.94 ± 0.00 0.34 ± 0.00

Pr >｜t｜ * * * * * * NS NS

Orchard

Burned 6.5 ± 0.0 0.31 ± 0.02 28.5 ± 0.0 332 ± 18 0.72 ± 0.02 4.27 ± 0.12 1.93 ± 0.04 0.33 ± 0.00

Unburned 6.8 ± 0.0 0.42 ± 0.02 25.1 ± 0.0 760 ± 16 0.81 ± 0.04 5.97 ± 0.37 1.90 ± 0.10 0.33 ± 0.00

Pr >｜t｜ * * * * * * NS NS

Wilderness

Burned 7.0 ± 0.0 0.45 ± 0.01 16.6 ± 0.1  15 ± 1 0.33 ± 0.02 6.62 ± 0.19 1.60 ± 0.04 0.33 ± 0.00

Unburned 6.5 ± 0.0 0.12 ± 0.00 12.3 ± 0.1   1 ± 0 0.06 ± 0.00 1.75 ± 0.06 0.49 ± 0.02 0.33 ± 0.00

Pr >｜t｜ * * * * * * * *
†EC, electrical conductivity; SOM, soil organic matter.
‡NS and * are no significant and significant, respectively, at p < 0.05 t-test.

Table 4.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burned and unburned soils after forest fires.

Property Burned Unburned Pr >｜t｜‡

Physical Bulk density (Mg m-3) 1.26 ± 0.09 1.27 ± 0.12 NS

Soil porosity (%) 51.9 ± 3.7 52.0 ± 4.4 NS

Soil moisture (%, w/w) 16.1 ± 4.1 16.0 ± 5.6 NS

Three phase (%)

Solid 48.1 ± 3.7 48.0 ± 4.4 NS

Liquid 20.3 ± 5.7 20.0 ± 6.3 NS

Gas 31.6 ± 7.9 32.0 ± 7.0 NS

Chemical pH (1:5, H2O) 6.6 ± 0.4 6.6 ± 0.7 NS

EC† (dS m-1) 0.32 ± 0.09 0.29 ± 0.12 NS

SOM (g kg-1) 23.3 ± 5.2 20.3 ± 6.3 NS

Avail. P2O5 (mg kg-1) 126 ± 129 215 ± 331 NS

Exch. Cation (cmolc kg-1)

K 0.52 ± 0.23 0.42 ± 0.30 NS

Ca 5.42 ± 1.60 4.77 ± 2.40 NS

Mg 1.52 ± 0.58 1.23 ± 0.72 NS

Na 0.33 ± 0.00 0.33 ± 0.06 NS
†EC, electrical conductivity; SOM, soil organic matter.
‡NS is no significant at p < 0.05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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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를 연소지점과 비연소지점으로 구분하여 토양 물리화학성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t-test, p < 0.05)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따라서 산불 인접 농경지 토양은 연소원이 산림토양처럼 충분하지 않아 열적 피해

로 나타날 수 있는 토양수분 반발층이 형성되지 않았고, 연소 토양과 비연소 토양의 용적밀도, 공극률, 토양수분, 삼상

과 같은 물리성과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과 같은 화학성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농경지의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산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onclusions

산불의 영향으로 농경지 표토가 연소되게 되면 유기물원 감소, 토양구조 변형, 토양수분 반발층 형성, 양분수지와 

유효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 피해를 받은 산지 인접 농경지 토양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산불이 발생한 강원 고성과 강릉 지역에서 농경지 표토층의 물리화학성을 조사하였다. 산림에 인접한 

산불피해 농경지 토양은 임지처럼 연소원이 충분하지 않아 열적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뿌리 연소, 재의 침투, 토양구

조 변형, 토양수분 반발층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산불피해 연소토양과 비연소토양의 용적밀도, 공극률, 토양수분, 삼

상과 같은 물리성과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과 같은 화학성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을 고려할 때, 농경지에서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산불 연소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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