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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efaction occurs by a temporal loss of sediment strength as a consequence of increased pore water pressure

during the re-arrangement of unconsolidated, granular sediments. Liquefaction is dependent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ediments and cause surface cracks, landslide, and the formation of soft-sediment deformation structures(SSDS).

SSDS is formed by the combined action of the driving force and deformation mechanism(liquefaction, thixotropy,

and fluidization) that is triggered by endogenic or exogenic triggers. So research on the SSDS can unravel

syndepositional geological events. If detailed sedimentologic analysis together with surrounding geological context

suggest SSDS formed by earthquakes, the SSDS provide a clue to unravel syndepositional tectonic activities and

detailed paleoseismological information(> Mw 5) including earthquakes that leave no surfac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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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는 반복적인 전단력 혹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실트-모래로 구성된 미고결 퇴적층내 공극수압이 증가하여 전

단강도를 상실함에 따라 미고결퇴적층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다. 액상화는 미고결 퇴적층의 물리적 특성인 입도,

느슨함, 지하수위, 지층의 심도, 연령, 액상화 발달 유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표균열, 사태 및 연질퇴적변형

구조의 형성을 야기한다. 연질퇴적변형구조는 다양한 변형원인(trigger)에 의해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퇴

적물의 하중 등과 같은 변형동력(driving forces)이 발생하여 액상화, 요변성과 이에 수반된 유체화로 대표되는 변형

기작(deformation mechanism)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변형구조는 퇴적작용이나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퇴적분지에서 발생하였던 지질학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

진에 의하여 유발된 연질퇴적변형구조는 퇴적동시기성 구조운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표파열을 수반하지 않는 피해

유발지진(> Mw 5.0)에 대한 고지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액상화, 연질퇴적변형구조, 유체화, 지진, 고지진

1. 서 론

액상화는 순간적인 충격 혹은 지진동 등에 의해 미

고결퇴적물(unconsolidated sediments)이 밀도 있게

재배열함으로서 공극수압이 순간적으로 증가하여 전단

강도를 상실함에 따라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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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bermeier, 2009; Fig. 1). 이러한 액상화는 매

립지와 충적평야와 같이 미고결퇴적물로 구성된 지반

에 침하를 야기하며 구조물의 전도와 붕괴 등 큰 피해

를 발생 시킬 수 있다(Seed and Idriss, 1967). 지난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진앙지 인근에서도 미고결지층

에서 액상화가 발생되어 모래화산(sand volcanoes)이

형성되었다. 다행히도 대규모 지반침하는 발생하지 않

았으나, 액상화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

는 지진에 의한 지질재해일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에 형성된 모래화산과 샌드블로우(sand blow)는

지질학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진앙지 인근에서 실시한 트렌치조사에 따르면, 미고결

퇴적층의 액상화는 모래화산의 형성 뿐만 아니라 지층

의 변형을 야기, 연질퇴적변형구조(soft-sediment defor-

mation structures)를 형성하였다(Gihm et al., 2018).

지표에서 형성되는 샌드블로우와는 다르게, 연질퇴적변

형구조는 미고결퇴적층 내에서 발생하므로 형성 이후

보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를 통해서 퇴적층 형성 당시 퇴적분지 진화에 지구조

운동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4기층에

분포하는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연구한다면 규모(Mw)

5.0 이상의 피해 유발 지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Owen and Moretti, 2011). 하지만 연질퇴적변형구조

를 형성할 수 있는 액상화는 다른 퇴적학적 요인에서

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4기 혹은 그 이전 지질시대

의 지진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적환경과 연구지

역의 지질학적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Owen et al., 2011).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발간된 문헌을 바탕으로 포

항지진 발생 당시 대두되었던 액상화의 정의, 액상화

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요소를 고찰함으로서 액상

화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질퇴

적변형구조의 형성원인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질퇴

적변형구조 연구방법, 액상화와 연질퇴적변형구조의 지

질학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액상화와 액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액상화는 지하수로 포화되고 점착력이 미약한

(cohesionless) 실트-모래입자로 구성된 미고결 지층에

서 발생한다(Obermeier et al., 2005). 하중 혹은 충

격(impulsive liquefaction), 지진에 의한 전단력(shear

stress)의 주기적인 전파 등에 의해(cyclic liquefaction)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배열하고 있는 미고결퇴적물의 입

자들은 밀도 있게 재배열하게 되어 공극의 부피는 감

소하게 된다(Owen, 1987; Fig. 1). 따라서 줄어든 공

극의 부피에 의해 이전에 입자사이를 채우고 있던 물(공

극수)의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입자는 접촉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전단강도를 상실함에 따라 액체

처럼 거동하여 액상화가 발생한다(Owen, 1987). 공극

수압이 충분히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층의 부피변화는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액상화가 발생한 지층은 주위

의 다른 지층들과 닫힌계(closed system)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즉 물로 포화된 실트-모래입자로 구성된

지층의 상, 하부에 불투수성 지층이 존재하는 경우 액

상화가 잘 발달한다(Obermeier, 2009). 액상화의 지속

시간은 액상화 지층 내 부유퇴적물의 침전속도가 느리

거나 지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오랫동안 지속되나 일

반적으로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종료된다(Owen

and Moretti, 2011).

액상화에 의해 증가한 공극수압이 상부 지층의 하중

보다 크거나 지표에 균열이 발달하게 되면 과압의 공

극수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지표를 향해 상승하게

된다. 이때, 미고결퇴적물의 입자들은 상승하는 공극수

의 끌림 효과로 인하여 유체화가 발생되어 지표로 이동

하게 된다(Lowe, 1975). 유체화로 인해 공극내의 지하

Fig. 1. Temporal changes in packing degree of sediments and pore water pressure(After Ishihar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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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퇴적물들과 함께 지표로 분출하여 모래화산을 형

성하며, 모래화산에서부터 지표로 분출된 퇴적물인 샌

드블로우를 형성한다(Obermeier et al., 2005; Fig. 2).

모래화산의 지하에서는 유체화에 의해 형성된 퇴적물

암맥이 관찰되며, 이는 공극수와 퇴적물의 이동통로로

작용하여 지표까지 퇴적물을 공급하였음을 지시한다.

유체화는 일반적으로 물로 포화된 지층의 두께가 두꺼

울수록, 상부 불투수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지층의 유

체투과도가 높을수록 쉽게 발생한다(Obermeier, 1996).

액상화는 다양한 지질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 1° 이

상 경사져 있는 지층에서, 액상화는 퇴적물의 전단강

도를 감소시켜 사태(slide or slump)를 야기할 수 있

다. 사태에 의해 퇴적물이 수 m 에서 수 km 까지 유

동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이동지점에는 큰 피해를 야

기할 수 있다(Seed, 1968). 지진의 경우, 액상화 지층

과 지표 퇴적층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발생한다. 이

때 전파되는 지진파의 실체파(body wave) 혹은 표면

파(surface wave)에 의해 두 지층은 서로 다른 진폭과

주기로 진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부 불투수층에서

는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Youd, 1984). 이 균열에 의

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기도 하며, 균열을 따라 지표에

모래화산이 형성되기도 한다.

지진 액상화는 지진동의 진폭이 클수록, 지진동의 지

속시간이 길수록 보다 깊게,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액상

화가 발생한다(Obermeier, 2009). 이는 지진규모의 함

수로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넓은 지역에 걸쳐 액상화

가 잘 발생한다(Galli, 2000). 하지만 아무리 큰 지진

이라 하더라도 지층을 구성하는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이 액상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액상화는 발생하지 않

는다. 액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고결 퇴적물의 물리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1. 지층내 퇴적물 입도

실험 및 현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모래와 실트로 구

성된 지층에서 액상화가 잘 발생한다(Fig. 3). 역들로

구성된 미고결 지층에서도 액상화와 관련된 지질구조

가 드물게 관찰되기도 하나, 조립퇴적물(자갈-왕자갈)

Fig. 2. (a) Simple cartoon for the formation of a sand volcano during the seismogenic liquefaction(Modified from

Obermeier, 2009), (b) A field photograph of the sand blow formed by seismogenic liquefaction of the 2017 Pohang

Earthquake.

Fig. 3. Gradation curves showing grain sizes susceptible to

liquefaction(Modified after Tsuchida and Hayashi,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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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의 마찰력과 월등히 높은 유체투과도에 의해

그 빈도가 매우 낮다. 현장연구결과에 따르면, 역질 퇴

적층에서 액상화가 발생되기 위한 최소 지진규모는

Mw 7.0으로(Valera et al., 1994), 실트질 혹은 사질

퇴적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 지진규모(Mw 5-5.5,

Dobry, 1989; Castro, 1995)에 비해 매우 크다.

지층에 점토입자가 혼재하는 경우, 점토 입자의 점

착력이 재배열하려는 사질퇴적물을 방해하기 때문에 액

상화 발생이 현저히 저하된다. 또한 점토에 의해 유체

투과도가 감소함에 따라 모래화산의 발달 가능성 또한

현저히 저하된다(Seed et al., 1983).

2.2. 지층의 느슨함(looseness)

액상화의 퇴적물 재배열은 미고결 퇴적물의 느슨함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층의 느슨함은 표준관입시

험을 통해 정량화 할 수 있다. 63.5 kg의 하중을 지

반에서 76 cm 상부에서 낙하하여, 표준관입시험용 샘

플을 30.5 cm 관입하기 위한 타격횟수를 계산하여 지

층의 느슨함을 측정한다(Terzagi and Peck, 1967). 표

준관입시험은 지층의 느슨함과 함께 수직유효응력을 확

인할 수 있어 액상화 평가에 매우 유용한 시험법이다.

지질학적으로 지층의 느슨함은 퇴적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풍성사구와 저에너지 수저환경에서 부유

퇴적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지층(삼각주 혹은 호수)의

경우에 매우 느슨하다. 하지만 점토를 많이 함유하거

나 분급이 불량한 중력류 퇴적층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은 편이다(Obermeier, 1996).

2.3. 지하수위

액상화는 물로 포화된 지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

하수위가 높을수록 물로 포화된 지층이 지표근처에 존

재하여 액상화가 잘 발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

구된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0~3 m인 경우 액상화

가 매우 잘 발생하며, 3~10 m는 보통이고 10 m 이

하인 경우에는 액상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85).

2.4. 미고결퇴적층의 깊이와 두께

액상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극수압이 증가해야하

기 때문에 미고결 퇴적층의 상, 하부에는 불투수층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미고결 퇴적층의 깊이가 매우

깊은 경우에는 액상화에 의해 증가한 공극수압보다 퇴

적물의 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액상화가 발생할 가능

성이 낮다(Ishihara, 1985; Fig. 4). 따라서 일반적으로

액상화는 지표에서 약 1.5~2 m 사이에서 잘 발달하

며, 10 m 이상의 깊이에서는 그 발생이 현저히 저하

된다(Ishihara, 1985).

2.5. 미고결퇴적층의 형성연대

미고결 퇴적층의 연대는 퇴적층의 느슨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고결 퇴적층의 연대가 오래될수록 지

하수면의 상승과 하강 횟수는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

하수내 용존 물질의 침전횟수도 증가하여 지층의 느슨

함이 감소한다(Obermeier, 1996). 따라서 형성연대가

오래될수록 액상화 가능성이 감소하며,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미고결 퇴적층이라고 할지라도 지하수면의 변

동의 변동과 침전을 많이 경험할 수록액상화 발생 가

능성은 감소한다.

2.6. 이전 액상화 경험유무

액상화를 경험한 지층의 모래입자는 밀도 있게 재배

열되어 있어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Owen and Moretti, 2011).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

면, 반복적인 강진에 의해 동일 지점에서도 다수의 액

상화 관련 지질구조가 여러 번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액상화를 경험한 지층보다 하부에 위치한 지층으로부

터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상부로 이동하여 이전 액상화

Fig. 4. Thickness of cap penetrated by hydraulic fracturing,

as related to thickness of liquefied sand and peak surface

accelerations(Modified after Obermei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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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 지층이 다시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게끔 하

기 때문이다(Obermeier, 1996).

3.연질퇴적변형구조의 형성원인, 종류와 연구

방법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지표 근처에서 미고결 지층의

변형에 의해 형성된 지질구조이다. 지층의 변형이 발

생하기 위해서는 외력에 의한 유효응력의 증가 혹은

지층 내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감소해야 하는데, 연질

퇴적변형구조는 변형기작(deformation mechanism)에

의한 퇴적물의 전단강도 감소로 형성된다(Owen, 2003;

Fig. 5). 변형기작은 지질학적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변형원인(trigger)이라고 한다

(Owen et al., 2011). 변형기작이 발생하게 되면 구조

응력에 비해 매우 작은 중력이나 퇴적하중 등에 의해

서도 미고결퇴적물의 변형이 발생되게 되는데, 변형을

야기하는 이 힘을 변형동력(driving force)이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변형원인에 의해 서로 다른 변형기작이

발생하여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변형동

력이 작용하여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된다.

액상화와 이와 수반된 유체화는 연질퇴적변형구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변형기작 이나, 퇴적물 종류에 따

라 변형기작은 상이하다. 모래 혹은 실트질 퇴적물은

액상화와 유체화에 의해 전단강도가 감소하는 반면, 점

착력이 큰 점토질 퇴적물은 요변성(thixotropy)과 유체

화 및 퀵클레이(quick clay)에 의해 전단강도가 감소한

다(Owen, 1987). 요변성은 액상화와 유사한 현상으로

변형원인에 의해 공극수압의 증가로 점토광물들이 순

간적으로 부유함에 따라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감소한

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토광물들이 재침전 함

으로서 전단강도를 회복한다(Owen, 1987). 이에 반해

퀵클레이의 경우에는 변형이후에도 점토광물의 배열변

화와 교결물질의 치환 혹은 용해로 인해 시간이 지나

도 전단강도를 회복하지 않는다(Torrance, 1983).

변형원인은 지층이 형성된 퇴적환경 내에서 발생한

내적원인(endogenic trigger)과 퇴적환경과 관련 없이

발생한 외적원인(exogenic trigger)으로 구분할 수 있

다(Leeder, 1987; van Loon, 2009; Owen et al.,

2011). 대표적인 내적원인은 빠른 퇴적에 의한 하중의

급격한 증가이다. 홍수류 혹은 저탁류는 짧은 시간에

많은 퇴적물을 퇴적시키므로 하부 미고결 퇴적층에 급

격한 하중을 야기하여 액상화 혹은 요변성과 같은 변

형기작이 발생하게끔 한다(Carling and Leclair, 2019).

연안에서는 폭풍 및 파도에 의해서 변형기작이 발생할

수 있다. 폭풍시 높은 파도의 골과 마루가 해안으로

전파됨에 따라 미고결 퇴적물 상부의 수압변화로 변형

기작이 발생된다(Alfaro et al., 2002). 또한 이러한 파

도가 해안으로 접근하여 쇄파되면 해안 퇴적층 상부에

하중이 빠르게 작용하여 변형기작이 발생할 수 있다

(Dalrymple, 1979). 지하수위의 변화에 의해서도 액상

화는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미국 미시시

피강에서 발생한 홍수의 경우, 수위 상승과 이에 따른

주위 배후습지와의 수압(hydraulic pressure)차이에 의

해 배후습지의 하부 지층으로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배후습지에 모래화산이 발달하고

샌드블로우를 형성하였다(Hozler and Clark, 1993).

이 외에도 빙하인근 동토층의 결빙과 융해의 반복, 지

하수위의 상승 등에 의해서도 공극수압이 증가하여 변

형기작이 발생할 수 있다(Owen and Moretti, 2011).

외적요인의 대표적인 지질학적 사건은 지진이다. 지

진파가 미고결퇴적층을 따라 전파됨에 따라 전단력에

Fig. 5. Two conditions for the sediment deformation: (a) Increased deforming stress and (b) decreased sediment

strength(After Ow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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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던 퇴적물이 밀도 있게 재

배열된다(Moretti and Sabato, 2007). 이로 인해 공극

수압이 증가, 변형기작이 작용한다(Moretti et al.,

1999). 쓰나미 또한 대표적인 외적원인으로서 육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쓰나미의 전단작용(shearing) 혹

은 빠른 퇴적작용에 의해서 변형기작이 발생하게 된다

(Matsumoto et al., 2008).

변형원인에 의해서 변형기작이 발생하게 되면, 미고

결 퇴적물은 변형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사면에서의

중력, 퇴적경계면 상부의 하중 차이, 퇴적물의 밀도차

이, 유체의 이동에 따른 끌림효과 등과 같은 변형동력

에 의해 변형기작이 작용한 퇴적물의 변형을 야기한다

(Maltman and Bolton, 2003.). 이러한 변형동력은 구

조응력에 비해 매우 작지만, 전단강도를 상실한 퇴적

물을 변형시킬 수 있다(Owen, 1996).

 

3.1. 연질퇴적변형구조의 종류

연질퇴적변형구조는 변형기작의 지속시간, 변형동력

의 강도,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산출되며 형태학적, 성인적 분류 등 분류방법 또한

다양하다(Allen, 1982; Owen, 1987; van Loon, 2009;

Owen et al., 2011). 이 글에서는 Owen et al. (2011)

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야외에서 쉽게 구분 가능한 6

종의 변형구조를 기술하였다.

1) 하중구조 (load structures)

하중구조는 상, 하부 퇴적층의 밀도차이에 의해 두

층의 경계가 굴곡을 지며 나타나는 변형구조이다

(Owen, 2003; Fig. 6). 변형기작이 두 지층에 작용함에

따라 유체처럼 거동하는 두 퇴적물의 밀도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밀도가 큰 상부 사질퇴적물과 하부

이질퇴적물이 존재하는 경계면에서, 아래로 볼록한 하

중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동일한 입도와 유사한 밀

도의 퇴적층사이에서도 층면구조(bedform)에 기복이 있

는 연흔이나 사구 등의 경우, 두 층의 경계면에 작용

하는 하중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중구조가 형성

될 수 있다(Owen, 1987; Fig. 7). 아래로 오목한 일

련의 하중구조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위로 볼록한 변형

구조가 발달하며, 그 진폭이 크고 파장이 짧은 경우에

불꽃구조가 형성된다.

2) 말린(엽)층리(convolute bedding/lamination)

말린(엽)층리는 하중구조와 형태학적으로 유사하나

하중구조가 두층의 사이의 경계면에서 상대적으로 단

순한 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말린(엽)층리는 여러 퇴적

층에 걸쳐 발달하며 그 경계가 매우 복잡하다(Owen

et al., 2011; Fig. 8). 말린(엽)층리의 아래로 오목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형태가 완만한데 비해, 위로 볼

록한 경우 그 끝이 뾰족하다. 일반적으로 그 변형정도

는 상부로 갈수록 복잡한데, 이는 퇴적층의 상부로 갈

수록 변형기작의 작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

다. 여러 퇴적단위에 걸쳐 발생한 하중구조 혹은 지진

Fig. 6. An outcrop photograph of the load structures. Note

laterally continuous undula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two sand beds.
Fig. 8. An outcrop photographs of the convolute laminations

(beds) showing multiple deformed layers. 

Fig. 7. Load structure as a result of uneven loading by

irregular bedform(dune or ripple, Ow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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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의한 전단력의 반복적인 작용 등에 의해서 말린

엽층리가 형성되기도 하나(Rodríguez-López et al.,

2007), 그 형성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연구가 더 필요하다.

3) 변형된 사층리(deformed cross bedding)

변형된 사층리는 경사진 사질 혹은 역질퇴적물에서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사행하천의 측면사주에서 잘 발달

한다(Allen, 1982). 이미 경사진 퇴적층에 액상화 등의

변형기작이 작용함에 따라 중력과 유수에 의한 끌림 효

과에 의해 형성된다. 대체로 경사습곡축을 갖는 습곡

구조가 잘 발달하며, 그 축 방향은 대체로 퇴적 경사

방향과 유사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습곡축과 사

층리의 경사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Lee et al., 2014).

4) 사태퇴적물(slump sheet)

사태퇴적물은 경사진 지층에서 불안정하게 놓여져

있는 퇴적물이 경사 방향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연질퇴

적변형구조이다. 1° 내외의 경사에서도 변형기작이 발

생하면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여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Ko et al., 2015; Fig. 9). 대체로 말린엽층리

와 습곡이 잘 발달하며 습곡은 습곡축이 경사방향과

유사한 횡와습곡이 발달한다.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서

는 정단층과 같은 인장구조가 발달하며 사태퇴적물이

퇴적되는 말단 부분에서는 습곡, 역단층 등 압축구조

가 잘 발달한다(Posamentier and Walker, 2006).

5) 물빠짐 구조(water-escaped structures)

물빠짐 구조는 유체화에 의해 형성된다(Nichols et

al., 1994). 상승하는 유체와 퇴적물이 함께 이동하므로

퇴적 단면에서는 쇄설성 암맥으로 관찰되기도 하며

(Fig. 10), 유체에 의한 세립질 퇴적물의 제거로 주위

퇴적물에 비해 조립퇴적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승하는 유체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면, 물과 함께 퇴

적물이 분출되어 모래화산이 형성된다. 하중구조와 함

께 나타나기도 하며 저탁류와 같이 빠른 퇴적작용에

의해 유체화가 발생하는 경우 접시와 기둥구조(dish

and pillar structures)가 발달한다(Lowe, 1975).

6) 단층(fault)

단층(Fig. 11)은 취성변형으로서 일반적으로 미고결

퇴적물에서는 잘 발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층 내 고

결정도의 차이, 점토질 퇴적물에 의한 점착력, 변형기

작 발생이후 전단강도의 점진적인 회복 혹은 미고결퇴

적층에 대한 빠른 변형동력 작용에 의해서 단층이 형

성되기도 한다(Owen, 1987). 

Fig. 9. An outcrop photograph of the slump structures.

Fig. 11. Synsedimentary faults sandwiched by underlying and

overlying undeformed layers underlying and overlying

undeformed layers.

Fig. 10. Large-scale sand dike intruding intermediate

intrusion (sill), suggesting magmatic activity before sediment

has been lith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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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기작의 종류와 변형동력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

라 다양한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동일

한 변형기작과 변형동력에 의해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

성되었다 하더라도 변형구조가 형성되는 미고결퇴적층

의 물리적 특성과 변형기작의 지속시간에 따라 다양한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된다. Owen (2003)은 액상화

및 요변성에 따른 다양한 하중구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변형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하중구조의 진화에 대

해 설명하였다(Fig. 12). 동일한 변형동력 하에서 변형

기작이 지속됨에 따라 단순한 하중구조는 보다 진화된

하중구조 혹은 말린(엽)층리와 같이 보다 복잡한 연질

퇴적변형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Owen, 2003). 또한

Owen (1987)에 따르면 변형기작 이후 퇴적물이 점차

전단강도를 회복함에 따라 연질퇴적변형구조 역시 연

성변형에서 취성변형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

다(Fig. 13).

연질퇴적변형구조는 변형기작과 변형동력에 의해 형

성되므로, 연질퇴적변형구조만으로는 변형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밀도가 큰 사질층과 밀도가 작은

이질층이 교호하는 환경에서 형성된 하중구조는 퇴적

작용과 같은 내적원인은 물론 지진과 같은 외적원인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이용하여 변형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Owen et al., 2011; Fig. 14). 

1) 지층의 퇴적상 평가 단계

퇴적학적 사건에 의해 액상화가 발생하여 관련 변형

구조를 형성시키는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된 지층에서

Fig. 13. Temporal changes in strength, sediment behavior,

and deformation style as sedimentation from a liquefied

state(modified from Owen, 1987).

Fig. 12. Temporal evolution paths of the load structures(Owen, 2003)

Fig. 14. Recommended workflow to unravel the triggers

of the soft sediment deformation structures suggested by

Ow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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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수기 빠른 퇴

적작용에 의해 액상화가 발생한 경우, 홍수퇴적층(상대

적으로 분급이 불량하고, 조립의 퇴적물로 구성)이 존

재해야 하며 홍수퇴적물이 존재하는 지점에서만 연질

퇴적변형구조가 관찰되어야 한다. 해성퇴적층의 경우에

도, 해안 퇴적상과 더불어 반복적이고 높은 파도에 의

해서 형성되는 사층리 퇴적구조(hummocky cross

bedding 혹은 swaley cross bedding)분석을 통해 액상

화를 유발시킨 지질학적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지층의 퇴적환경을 바탕으로 내제적 사

건에 의한 액상화 발생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2) 원인평가 단계

이 단계는 해당 퇴적환경 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

는 액상화의 모든 원인을 고려해 보는 단계이다. 주위

지질학적 조건, 단층의 존재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퇴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변동과 지진,

쓰나미와 같은 모든 액상화 발생 가능한 원인을 평가

하게 된다.

3) 원인 검증단계

앞서 평가한 모든 원인평가 단계에서 확인한 원인을

재검증하는 단계이다. 특히 지진액상화의 경우 다른 변

형원인에 비해 연구기간이 길고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

은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Sims, 1975, Wheeler, 2002).

○ 넓은 산상과 우수한 측방연장성: 지진에 의한 진

동은 넓은 범위(수 km 이상)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질퇴적변형구조가 넓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연질퇴적변형구조가 나타나는 지층의 측방 대비를 통

해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된 지층의 분포 및 연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파도의 영향을 받은 해안

가는 폭풍에 의해 수 km에 걸쳐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평가기준 하나만으로는 지진에 의한 액

상화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 수직 반복: 지진은 주기성을 띄며 반복되기 때문

에 수직 퇴적단면에서 연질퇴적변형구조가 발달하는 지

층과 그렇지 않은 지층의 반복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

질퇴적변형구조의 수직 반복은 지진의 주기성을 보여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퇴적작용과 관련된 사

건의 반복도 연질퇴적변형구조를  반복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하나만으로 지진에 의한 액상

화의 증거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 최근 지진에서 형성된 연질퇴적변형구조와의 비

교: 최근 지진에 의해 발생한 액상화와 이와 수반된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이용하여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

우 고지진에 의한 액상화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액

상화가 발생한 지층의 물리적 조건, 지진동의 세기, 동일

지진에서도 진앙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연질퇴적변형구

조의 발달 형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고지

진에 의한 액상화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소 부족하다.

○ 지진단층에서 부터의 측방변화: 단층에 의한 지

진동의 세기는 단층 주변에서 가장 크고, 단층에서 거

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액상화의 지속시간

혹은 액상화를 겪은 지층의 두께 역시 단층에서 멀어

질수록 감소한다. 그 결과, 단층 주변에서는 연질퇴적

변형구조가 보다 두껍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반면, 단

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변형구조가 발달하는 지층의 두

께가 감소함과 동시에 다소 단순한 구조의 연질퇴적변형

구조가 형성된다. 이 기준은 지진단층으로 부터의 거리

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진 기원 연질퇴적변

형구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지진 이전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시피강의 샌드블로우의 예를 살펴보면, 지진에

의한 샌드블로우와는 다르게 액상화 관련 구조가 강의

주변 100 m 이내에서만 관찰된다(Li et al., 1996).

이는 넓은 면적에 걸쳐서 관찰되며, 측방 연장성이 우

수한 지진기원 연질퇴적변형구조와는 다른 특징을 보

여준다. 따라서 연질퇴적변형구조의 변형원인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발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과 액상화

가 발생한 지층의 퇴적학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평가하여야 한다(Owen et al., 2011).

4. 지질학적 의미

액상화와 이에 수반된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중요한 지

질학적 의미를 지닌다.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되는 퇴

적물들은 퇴적분지에서 보존되며, 이러한 퇴적분지는 지

구조운동에 의해 형성된다(Ingersoll and Busby, 1995)

이와 더불어 지구조운동은 퇴적수용공간(accommodation

space), 퇴적물 공급량과 분지의 수계를 변화시켜 퇴적

상의 변화와 퇴적환경의 시, 공간적 변화를 야기한다

(Gawthorpe and Leeder, 2000). 따라서 퇴적분지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와 분지 경계단층에 기록된 구조요

소 연구를 통해 당시 지구조 운동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분지의 경계단층 혹은 분지내 발달하는 단층

들은 구조적 약대로서 퇴적분지 형성 이후에 발생한

지구조운동에 의해 쉽게 재활성화 된다. 따라서 오래

된 퇴적분지의 경우에는 퇴적당시의 지구조 운동을 복

원하기 어렵다. 또한 퇴적환경 진화에 따라 퇴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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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들을 피복할 수 있으며, 퇴적 동시기 혹은 퇴적

이후 화산 및 화성작용에 의해 이들 단층은 피복되거

나 관입 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적분지의 경계단층으로 부터 충분한 정

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연질퇴적변형구조의 변형원인

에 대한 신중한 고찰은 퇴적 당시 혹은 암석화 되기

이전의 지구조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

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연질퇴적변형구조가 지진에 의

해 형성된 경우, 변형구조의 수직적 발달양상을 통해

지진을 야기한 지구조운동의 시간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질퇴적변형구조의 수평적 변화를 이용하

여 진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지질학

적 배경과 함께 해석해 퇴적당시 우세하게 활동한 단

층계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Leeder (1987)는 영

국 Northumberland Basin에서 지진에 의한 연질퇴적

변형구조가 퇴적 당시 활동한 정단층들과 시·공간적으

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지규모의 연질퇴적변형구

조의 연구를 통해 퇴적 당시 활동한 단층의 위치와 시

기를 평가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습곡

및 층상단층으로 구획된 미국 Greater Green River

Basin의 에오세(Eocene) 호수퇴적층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Tör  and Pratt, 2016), 동일시기에 변

형된 연질퇴적변형구조의 공간적 변화(복잡성, 두께 변

화 등)를 이용하여 퇴적 당시 우세하게 활동한 단층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질퇴적변형변형구조가 우세하게 발

달하는 구간이 균형충진(balanced-fill)에서 미충진

(under-fill) 퇴적상으로 변화하는 구간과 대응됨을 바탕

으로 당시 지구조운동에 의해 변형구조가 형성됨과 동

시에 분지의 침강이 진행되었음을 제안하였다(Tör

and Pratt, 2016).

국내에서도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이용하여 퇴적층 형

성 당시의 지구조 운동을 해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 Lee et al. (2010)은 진주층 내 사암과 이암이 교

호하는 구간에서 하중구조, 단층 등의 연질퇴적구조를

보고하였다. 이들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측방연장성이 우

수하며, 수직 퇴적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변

형구조의 형성원인을 진주층 퇴적 당시 발생한 지진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Kang et al. (2010)은 전기

백악기 성포리층과 후기 백악기 다대포층의 하-호성 퇴

적층에서 하중구조, 물빠짐구조, 습곡수조, 말린엽층리

를 보고하였다. 이들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양산단층과의

인접성, 넓은 산상과 우수한 측방연장성, 수직반복성,

퇴적환경 내 경사진 지형의 부재를 기반으로 하여 이

들 연질퇴적변형구조가 지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

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백악기 전기

에서 우기에 걸쳐 경상분지는 퇴적동시기성 지구조운

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Ko et al. (2015, 2017)는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이용

하여 백악기 소분지의 화산-지구조 운동을 연구하였다.

Ko et al. (2015)는 백악기 호수층(격포리층)에서 발달

하는 다수의 습곡구조를 연구하였다. 이 습곡의 흰지

와 익각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한 지형의 고경

사 방향이 퇴적중심과(북 내지 서북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후 그 원인을 퇴적 당시 발생한 화산활동과

이와 수반된 지반의 경동이 퇴적중심과 반대방향으로

발생됨에 따라 퇴적중심의 반대방향으로 사태가 발생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Ko et al. (2017)은 백악기

위도층에서 나타나는 연질퇴적변형구조와 위도층 상,

하부에서 발달하는 화산암에 대한 상세야외조사와 더

불어 절대연령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화산활동 시 발생

하는 지진에 의해서도 연질퇴적변형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제4기 지구조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판 내

부에 위치하여 단층의 재발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여

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의 특성으로 인해 지형변

위를 통한 고지진 정보를 인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제4기 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한반

도 남동부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시설 건설

로 인해 제4기 지형의 훼손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지

표파열은 지형변위와 함께 규모 Mw 6.0 이상의 지진

을 수반하므로, 지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과 같이 피

해를 야기하나, 지형변위를 수반하지 않는 고지진 정

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Gihm et al.,

2018).

이에 반해 액상화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서 발생

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소 규모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지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Gihm et al., 2018; Fig. 15). 또한 특정지점에서

발달하는 단층에 비해 넓은 지역에 걸쳐 액상화와 관

련된 지질구조가 형성되므로, 고액상화와 이와 수반된

연질퇴적변형구조를 연구한다면, 피해를 야기할 수 있

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성공적인 고지진 연구사례 중 하나

는 미국의 New Madrid Seismic Zone에서 수행되었

다. New Madrid Seismic Zone은 판 내부인 미국의

컨터키, 미주리, 알칸사스, 테네시 주의 경계에 위치하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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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난 1811-1812년에 규모(Mw) 7~8의 강진이 발

생하였다(Tuttle et al., 2002; Fig. 16). 이 지진에 의

해 다수의 샌드블로우 및 연질퇴적변형구조가 진앙 인

근에 형성되었고, 이들 지층의 상, 하부에 대한 탄소동

위원소 측정을 통해 지진액상화의 발생주기를 확인하

여, 고지진의 재발주기(200-800년)를 해석하였다(Tuttle

et al., 2002; 그림 16). 또한 샌드블로우의 분포 면적

과 진앙사이의 거리 관계를 이용하여, 지진 규모를 7.5

내외로 평가하였다(Tuttle et al., 2002). 샌드블로우의

분포 면적과 지진규모와의 상관관계는 이탈리아에서도

연구되었다(Galli, 2000). 1117년 이후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317건의 역사지진, 그로인한 피해와 당시 관찰

된 샌드블로우의 공간적인 분포를 종합하여, 규모 5이

상에서는 진앙지로부터 약 20 km 이내, 규모 6이상에서

는 약 50 km 이내, 규모 7이상에서는 약 120 km

이내에서 액상화가 발생, 샌드블로우가 형성됨을 밝혔

다(Galli, 2000).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

에 의한 액상화는 지반의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이 값은 이탈리아에서만 적용 가능한 값이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사례를 국내에 적용하여 고지

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4기층에 대한 지질학

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액상화에 의한 모래화산, 지표균열은 연

질퇴적변형구조에 비해 보다 액상화에 유리한 지층조

건에서 발생한다. 지표에서 확인 가능한 지질구조는 고

액상화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액상

화를 야기할 수 있는 지층이 충분한 두께로 발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우리나

라의 기후 특성상, 모래화산이 형성되더라도 빠른 침

식에 의해 보존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표균열의 경우

에도 빙하기-간빙기에 형성된 토양쐐기와 구분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연질퇴적변형구조는 지

표에서 확인 가능한 모래화산, 지표균열과는 다르게 대

규모 액상화 유발 지층을 필요치 않는다. 또한 지표분

출(유체화)에 필요한 큰 공극수압이 필요하지 않아, 진

앙지에서 멀거나 물로 포화된 지층의 두께가 얇은 경

우 혹은 퇴적층의 퇴적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경우

에도 연질퇴적변형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Counts and

Obermeier, 2012). 따라서 넓은 지역에 걸쳐, 지층 내

에서 형성되는 연질퇴적변형구조는 높은 보존율을 내

재하고 있으며 고지진 연구에 유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Gihm et al., 2018). 실제로 Lee et al. (2014)

은 포항 해안단구에서 연안퇴적층에서 보존된 연질퇴

Fig. 15. A comparison between earthquake threshold for

the development of liquefaction and surface rupture(after

Gihm et al., 2018).

Fig. 16. Map of New Madrid Seismic Zone showing

estimated ages and measured sizes of liquefaction

features(After Tuttle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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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변형구조와 해안단구 퇴적층에 대한 상세 퇴적상 분

석을 바탕으로 제4기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변형구조

가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연질퇴적변형구조 연구만으로는 지진의 규모

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록 연질퇴적변형구조의 종류에

따라 지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

나(Rodríguez-Pascua et al., 2000), 연질퇴적변형구조

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층의 변형지속시간, 지하

수에 의한 포화정도, 퇴적층의 입도가 모든 지층에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구조만을 이용하여 지진의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질퇴적변형구조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서 발생한 지진동에 의해 형성

되므로, 단층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질퇴적변형구조연구는 활성단층 연구와 함께 수행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유발했지만 지표파열을 수

반하지 않는 고지진이력까지 보다 정밀한 지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uttle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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