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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5th November 2017, an earthquake (magnitude 5.5) occurred at 36.10N and 129.37E on Pohang city in 

Korea. Due to the earthquake, liquefaction occurred in some agricultural lands of Yongcheon-ri, Heunghae-eup, 

Buk-gu, Pohang-si,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d liquefied 

sand and crop growth in the liquefaction site as affected by earthquake. The scale of liquefaction site in the 

experimental paddy was 30 - 50 cm ellipse, and most of the sand mixed with 14 - 22% of the gravel was piled 

up. The liquefaction scale was less than 0.01% of the area in each paddy land. The pH of the liquefied sand 

was a suitable property for rice cultivation, and heavy metal contents were lower than the concern level of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iquefaction point (LP) and the around point 30 

cm (AP) away from the LP, the partial cracked line was verified in the profile of LP. However, the soil structure 

maintained with the soil penetration resistance of 3 MPa or more. As the scale of sand liquefaction was small 

and the soil structure maintained, it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water and nutrient movement of 

soil and farming work. The effects of liquefaction on the growth and yield of rice were estimated to be 

insignificant becaus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nt height, stem height, panicle 

length, panicle number per fill, grain-filling rate, and yield of rice plants in the liquefaction site and contro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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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il penetration resistance of liquefaction sites in Pohang city.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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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액상화 (liquefaction) 또는 토양 액상화 (soil liquefaction)는 지반이 강한 충격을 받아 공극수압 상승과 토양 유효

응력 감소로 인하여 전단강도를 상실하여 모래가 액체처럼 이동되는 현상을 말한다 (Satyam, 2012; Dobry and 

Abodoun, 2017; Lashkaril et al., 2017). 액상화는 지진과 지질학적 재해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Ambrasey and Sarma, 1969; Ross et al., 1969; Ishihara, 1993; Wang, 2007; Holzer et al., 2010) 지반침하로 인하여 

건물, 도로 등의 파손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Bao et al., 2016; Hazout et al., 2017; 

Shivaprakash and Dinesh, 2017). 액상화 현상은 1918년 Hazen (1920)이 캘리포니아의 Calaveras 댐 조성을 위한 흙

막이 공사 당시 거둑집에 흙을 넣고 유압 다짐방식으로 성토작업 중 둑 상부 경사면이 무너지는 현상을 해석하면서 처

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일본 니가타 (Niigata) 모멘트 규모 (Mw, moment magnitude) 7.5 지진 

(Iwasaki, 1986),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 프리에타 (Loma Prieta) Mw6.9 지진 (Sims and Garvin, 1995), 1999

년 대만 치치 (Chi-Chi) Mw7.5 지진 (Wang et al., 2003), 2016년 중국 아크토 (Akto) Mw6.6 지진 (Yuan et al., 2019)

은 액상화가 발생한 사례로 연구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토양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액상화지수 (LPI, liquefaction 

potential index)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액상화 위험 정도를 없음 (LPI = 0), 낮음 (0 < LPI ≤5), 높음 (5 < LPI ≤ 15), 

매우 높음 (15 < LPI)으로 구분하고 있다 (Iwasaki et al., 1978).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 (Tohoku) 대지진 당시 

액상화 현상이 도호쿠 (Tohoku)와 간토 (Kanto) 지방에서만 무려 9,680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농경

지 보리 피해가 보고되었다 (Oyanagi et al., 2012).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km 

(36.10N, 129.37E)에서 진도 5.5 지진 발생이 보고되었다 (KMA, 2017).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은 신생대 제 3기 

(약 7,000 만년 - 약 200 만년 전)에 퇴적해서 이루어진 지질상 제 3기층 (tertiary deposit)으로, 북평, 포항, 영일, 울산 

등과 제주도 서귀포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 지역은 제3기층 중 연일층군으로 주로 포항분지에 분포하는 신생대 제3

기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층이다. 지질층은 기저부의 역암층과 상부의 셰일층으로 구분된다. 기저부의 역암층은 두께

가 약 200 m 전후이며, 주된 암석은 역암이고 사암과 셰일 그리고 드물게는 탄질 셰일박층이 협재하고 패류화석이 포

함되어 있다. 상부의 셰일층은 두께가 약 600 m 내외로 담황색, 담갈색 그리고 담회색의 셰일이 대부분이며, 하부 쪽

에는 사암과 드물게는 역암이 협재하는 경우도 있다 (Lim et al., 2010). 토양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지하수위가 낮고, 

지반이 모래나 미사로 조성되어 연약한 곳에서 지진이나 발파 등의 충격하중에 의한 진동이 있을 때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Mote and Dismuke, 2012). 액상화가 발생할 경우 토양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농경지 액상화 현상이 보고된 바 액상화가 발생한 농경지에 대한 토양조사가 요구되었다. 일본 대지진

의 농경지 액상화 현상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에서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발생 농경지 연구가 부족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지진으로 액상화가 발생한 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과 용출모래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액상화 논토양의 벼 생육과 

수량을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지점 및 조사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km 지점 (36.10N, 129.37E)에서 진도 

5.5 지진이 발생하였다 (KMA, 2017). 포항지진 발생 8일 후인 2017년 11월 23일, 논토양 액상화가 보고된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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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액상화 구역은 Fig. 1에 나타내었고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각 구역을 

L Site1 (liquefaction site 1)와 L Site2 (liquefaction site 2)로 구분하였다. 액상화 구역에서 용출모래를 채취하여 자

갈 및 모래 조성, 화학적 특성,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였고, 액상화 구역에서 액상화가 발생한 지점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및 그 주변 30 cm 지점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에 대

하여 깊이별 원추관입저항 특성, 자갈 함량 및 토성,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동일 필지내에서도 대형농기계 사용

에 따른 토양물리성 퇴화가 심한 지점은 필지 중앙보다는 농기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바깥 지점이어서 본 연구에

서는 액상화 발생 지점으로부터 30 cm 부근을 대조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토양 액상화가 작물 수량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벼 수확기인 2018년 10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L Site1 구역과 대조구역 (C 

Site, control site; 동일 필지내 중앙구역)의 벼 생육 특성 및 표토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토양 및 벼 생육 조사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Soil Survey Laboratory Methods Manual (USDA, 2004)과 

토양화학분석법 (NAAS,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단면은 직경 4.5 cm 반원형 비교란 토양시료채취기 

(gouge auger)를 이용하여 60 cm까지 채취하였다. 자갈함량은 자갈함량측정방법 (gravel test)을 이용하였으며, 모래 

조성 및 토성은 피펫법으로 입경을 분석하여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기준의 토성삼각

도법 (soil texture triangle)에 의하여 토성을 결정하였다. 원추관입저항 특성은 원추관입저항기 (dynamic penetrometer, 

06.15 penetrologger, Eijkelkamp, Netherlands)를 이용하여 토양경도를 0 - 80 cm까지 조사하였다. 원추의 각도는 

60°이며, 지름은 1 cm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주입 속도는 2 cm sec-1 이었다. 토양 화학성 분석은 채취한 시료를 풍건

쇄토 후 2.0 mm 체에 통과된 것을 분석대상 시료로 하였다. pH와 전기전도도 (EC, electrical conductivity)는 토양을 

증류수와 1:5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현탁액을 pH meter/EC meter로 측정하였다. 토양유기물 (SOM, soil 

organic matter) 함량은 Tyurin 법, 유효인산 (available phosphate)은 Lancaster 법으로 분석하였다. 치환성양이온 

Fig. 1. The survey sites of liquefaction away from the earthquake epicenter in Pohang city.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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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 K, Ca, Mg, Na)은 5 g의 토양시료에 50 ml의 1.0 N ammonium acetate (pH 7.0)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하여 

No. 2 여지로 여과 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ICP-OES, Integra XL Dual, GBC,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용출모래 중 중금속 함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ME, 2017b)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확기 벼 생육 조사를 위하여 대보 품종을 공시하여 2018년 6월 20일 3.3 m2당 65주를 이앙하였으며 2018년 10월 

15일 수확하였다. 수확기 벼 생육 및 수량 조사는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 (RDA, 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액상화 

구역과 대조구역 간 수확기 벼 생육 및 수량의 유의적 차이 검증을 위하여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t-test (유의수

준 5%)를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액상화 현장 및 용출모래 특성 포항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장은 Fig. 1과 같고, 액상화 구역의 토양은 석천 

사양토로 하성 충적물로 형성된 점토 18% 미만 사양질 토양으로 토양배수는 약간 불량하고, 토심은 50 - 100cm 정도

이었다. 액상화 구역에서 용출모래 크기와 입자구성은 직경 30 - 50 cm 타원형으로 모래와 자갈이 혼합되어 쌓여 있

었으며, 액상화 규모는 각각의 필지에서 면적의 0.01% 미만이었다. 모래용출 부위가 국소적이어서 물 빠짐 등 물리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Tohoku) 대지진 당시 농경지 액상화 규모가 해당 농

경지 전체 면적의 12.6%에 이른 것 (Oyanagi et al., 2012)과 대조적으로 포항지진의 영향을 받은 농경지 액상화 규모

는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있다. 액상화 두 구역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의 용출모래에 

대하여 자갈 및 모래조성 특성, 화학적 특성,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자갈 및 모래조성은 Table 1과 같고 자

갈함량은 각각 13.8% (L Site1), 22.1% (L Site2)이었으며 모래비율은 세사 (fine sand), 중사 (medium sand), 조사 

(coarse sand)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용출모래의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 L Site1은 pH가 6.5로서 국립

농업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토양특성 기준 (NIAS, 2017)에 적합한 반면, 전기전도도 (2.4 dS m-1)와 치환성 마

그네슘 (2.2 cmolc kg-1)은 권장기준보다 높고 토양유기물 (2 g kg-1), 유효인산 (29 mg kg-1), 치환성 칼륨 (0.1 cmolc 

kg-1), 치환성 칼슘 (4.2 cmolc kg-1)은 권장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 Site2는 pH (5.9), 치환성 칼륨 (0.2 

cmolc kg-1), 치환성 칼슘 (5.9 cmolc kg-1)이 권장기준에 적합한 반면, 전기전도도 (3.5 dS m-1)와 치환성 마그네슘 (2.1 

cmolc kg-1)은 권장기준보다 높고 토양유기물 (9 g kg-1), 유효인산 (26 mg kg-1)은 권장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액상화 지점의 분출모래는 pH 3.7 - 5.4, 전기전도도 0.12 - 0.52 dS m-1, 유효인산 

12 - 35 mg kg-1, 치환성 칼륨 0.84 - 1.03 cmolc kg-1로 보고되었다 (Oyanagi et al., 2012). 포항지진 액상화 구역의 분

Table 1. Gravel and sand distribution of liquefied sand in the liquefaction sites.

Site† Gravel

Sand fraction‡

V.F. Sand F. Sand M. Sand Co. Sand V.Co. Sand

(0.05 - 0.10 mm) (0.10 - 0.25 mm) (0.25 - 0.50 mm) (0.50 - 1.00 mm) (1.00 - 2.00 mm)

(%) ------------------------------------------- % -------------------------------------------

L Site1 13.8 3.5 21.1 36.1 29.2 10.1

L Site2 22.1 4.1 35.4 38.2 19.0  3.2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V.F. Sand, very fine sand; F. Sand, fine sand; M. Sand, medium sand; Co. Sand, coarse sand; V.Co. Sand, very coars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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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모래는 일본 도호쿠 대지진의 분출모래보다 pH와 전기전도도가 높고, 치환성 칼륨은 낮으며, 유효인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용출모래의 중금속 오염 여부 결과는 Table 3과 같고, 비소 (As), 카드뮴 (Cd), 구리 (Cu), 수은 (Hg), 니켈 

(Ni), 납 (Pb), 아연 (Zn)의 함량은 L Site1과 L Site2 모두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ME, 

2017a)에 현저히 미달하여 중금속 오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액상화 지점 및 그 주변 (30 cm) 지점 토양 특성 액상화 지점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및 그 주변 30 cm 지점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의 토양 깊이별 원추관입저항

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지점에 관계없이 경작 깊이인 15 cm 이내에서 원추관입저항은 지점 간에 차이가 없

었다. L Site1에서는 원추관입저항은 토심 15 cm에서 토심 30 cm 사이에서 최대 값이 나타난 후 이하부터는 저항값

이 3 MPa 이하로 나타나 Cho et al. (201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논토양의 표토심이 평균 17.5 cm 인 것과 유사한 특

성이라 할 수 있다. L Site2에서는 원추관입저항이 토심 15 cm에서 토심 45 cm까지 매우 두껍게 나타나 심토 경운 및 

파쇄 등 다짐층 제거가 시급한 토양으로 조사 되었다. LP와 AP에서 원추관입저항이 높은 지점은 20 cm 깊이였고 LP

가 AP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개 지점 모두 20 cm 깊이에서 원추저항 값이 3 MPa 이상이었다. Campbell et al. 

(1991)에 의하면 1.5 MPa 이상의 관입저항 값을 갖는 경작지에서 뿌리 생육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토양시료채

취기 (gouge auger)로 채취한 60 cm까지의 단면 특성은 Fig. 3과 같고, LP과 AP를 비교하면 2개 지점 모두에서 LP 토

양단면의 모래 용출에 따른 파열선이 확인되지만 AP와 같은 토양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토양 양수분 이동, 농기계 작

업 및 벼 재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액상화에 따른 토양 깊이별 자갈함량 및 토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liquefied sand in the liquefaction sites.

Site† pH EC‡ S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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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ite1 6.5 2.4 2 29 0.1 4.2 2.2 0.4

L Site2 5.9 3.5 9 26 0.2 5.9 2.1 0.6

OR§ 5.5 - 6.5  < 2.0 20 - 30 80 - 120 0.2 - 0.3 5.0 - 6.0 1.5 - 2.0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EC, electrical conductivity; SOM, soil organic matter.
§OR, optimal range for cultivating various crops in Korea (NIAS, 2017).

Table 3. Heavy metal contents of liquefied sand in the liquefaction sites.

Site† As Cd Cu Hg Ni Pb Zn

--------------------------------------------------- mg kg-1 ---------------------------------------------------

L Site1 0.5 ND§ 9.4 ND 8.4 13.9 50.0

L Site2 0.7 ND 10.5 ND 8.2 13.7 47.7

CL‡ 25 4 150 4 100 200 300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CL, Concern level of pollutant concentration in Korea is based on Region 1 which includes upland, paddy, orchard, pasture, 

mineral spring site, building site, school site, ditch, fish farm, park, historical site, burial and children’s playground (ME, 2017a).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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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ite1 LP AP

L Site2 LP AP

Fig. 2. The soil penetration resistance of liquefaction sites in Pohang city.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L Site1 L Site2

Fig. 3. The soil profile properties of liquefaction sites using gouge auger in Pohang city.

†L Site1, liquefaction site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The soil profile in left gouge auger and right gouge auger collected from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and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respectively, at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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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avel content and soil texture of the liquefaction point (LP) and around point 30 cm (AP)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at each soil depth in the liquefaction sites.

Site†
Survey 

point‡
Depth Gravel

Particle Size Distribution
Soil texture

Sand Silt Clay

cm % ------------------- % -------------------

L Site1

LP

0 - 20  4.6 56.0 32.0 12.0 sandy loam

20 - 40 13.8 62.6 28.3  9.1 sandy loam

40 - 60 22.1 58.4 32.8  8.8 sandy loam

AP

0 - 20  3.4 61.1 30.2  8.7 sandy loam

20 - 40  5.3 61.3 32.4  6.3 sandy loam

40 - 60  6.7 53.6 37.8  8.6 sandy loam

L Site2

LP

0 - 20  6.6 59.7 32.5  7.8 sandy loam

20 - 40 11.1 66.4 28.6  5.1 sandy loam

40 - 60  9.5 63.0 31.6  5.4 sandy loam

AP

0 - 20  4.9 60.0 33.1  7.0 sandy loam

20 - 40 10.1 67.8 27.4  4.8 sandy loam

40 - 60 18.3 60.9 34.0  5.1 sandy loam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Table 5.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he liquefaction point (LP) and around point 30 cm (AP)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at each soil depth in the liquefaction sites.

Site†
Survey 

point‡
Depth pH EC S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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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ite1

LP

0 - 20 5.3 0.9 17 61 0.3 5.8 1.8 0.3

20 - 40 7.3 0.4 7 27 0.1 7.4 1.8 0.3

40 - 60 7.1 0.5 7 29 0.1 7.1 1.9 0.3

AP

0 - 20 5.2 0.9 12 45 0.2 5.7 1.8 0.3

20 - 40 6.6 0.5 7 28 0.1 7.1 2.0 0.3

40 - 60 6.6 0.3 8 26 0.1 7.8 2.0 0.3

L Site2

LP

0 - 20 5.3 0.6 10 28 0.1 5.5 1.7 0.3

20 - 40 7.2 0.3 6 22 0.1 6.2 1.7 0.2

40 - 60 7.1 0.3 6 25 0.1 5.7 2.3 0.2

AP

0 - 20 5.2 0.7 11 40 0.2 5.3 1.6 0.3

20 - 40 7.4 0.3 5 24 0.1 6.2 1.7 0.3

40 - 60 6.7 0.4 6 23 0.1 6.1 1.8 0.3

OR§ 5.5 - 6.5 < 2.0 20 - 30 80 - 120 0.2 - 0.3 5.0 - 6.0 1.5 - 2.0

†L Site1, liquefaction site 1; L Site2, liquefaction site 2.
‡LP, liquefaction point in the liquefaction site; AP, around point 30 cm away from the liquefaction point.
§OR, optimal range for cultivating various crops in Korea (NI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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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깊이별 자갈 함량은 L Site1에서 LP가 AP보다 높았으며 L Site2 또한 40 - 60 cm 깊이를 제외하고는 LP의 자갈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L Site1의 LP와 AP, L Site2의 LP와 AP 모두는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은 유사하여 사양토로 나

타났으며 토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도호쿠 (Tohoku) 대지진 당시 액상화 분출 모

래로 인하여 요철지형이 형성되는 정도였다 (Oyanagi et al, 2012). 액상화 구역의 LP와 AP의 토양 깊이별 화학성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고, 모든 지점에서 표토 pH는 5.2 - 5.3, 전기전도도는 0.6 - 0.9 dS m-1로 유사하였다. 토양유기

물과 유효인산은 L Site1에서는 LP에서 높았으나 L Site2에서는 AP에서 높아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20 - 40 cm 및 

40 - 60 cm 깊이에서는 pH를 제외하고 LP와 AP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역에 따라 LP와 AP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LP와 AP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유사하였다. 다만 모든 깊이의 토양유기물과 유효인

산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토양특성 기준 (NIAS, 2017)보다 낮게 나타났다.

액상화 구역 수확기 토양 및 벼 생육 특성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액상화 현상이 수확기 벼 생육 및 토양 화

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지진 발생 이듬해인 2018년 10월 15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액상화 구역 (L site1, 

liquefaction site 1) 및 대조구역 (C Site, control site)에서 수확기 벼 생육과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

었다. 벼 수량은 L Site1 평균 774 kg 10a-1인 반면 C Site는 797 kg 10a-1로 C Site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초장 (plant height), 간장 (stem height), 수장 (panicle length), 주당수수 (panicle number per hill), 등숙율 

(grain-filling rate)도 L Site1과 C Site2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확기 당시 표토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7과 같

다. L Site1가 C Site보다 pH, 유효인산, 치환성칼슘, 치환성마그네슘은 높고 토양유기물은 낮았으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L Site1과 C Site 모두에서 pH, 토양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토양특성 기준 (NIAS, 2017)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토양 액상화가 토양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Oyanagi et al. (2012)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일본 도호쿠 (Tohoku) 대지진으로 인한 액상화시 분출한 모래

Table 6. Comparison of rice growth and yield between the liquefaction site and control site in the rice field plot.

Site† Plant height Stem height Panicle length
Panicle number 

per hill
Grain-filling rate Yield

cm cm cm ea % kg 10a-1

L Site1 81.2 ± 2.5a 61.3 ± 3.8a 19.5 ± 1.3a 19.5 ± 2.9a 83.9 ± 3.2a 774 ± 85a

C Site 81.7 ± 2.9a 63.7 ± 3.0a 19.6 ± 1.3a 20.9 ± 2.9a 85.3 ± 4.7a  797 ± 102a

†L Site1, liquefaction site 1; C Site, control site.

Table 7. Comparison of soil chemical properties between the in the liquefaction site and control site in the rice field 

plot under harvest period.

Site† pH S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H2O, 1:5) g kg-1 mg kg-1 --------------------- cmolc kg-1 --------------------

L Site1 5.5 11 46 0.1 5.3 2 0.9

C Site 5.2 16 29 0.1 5.2 1.9 0.9

OR‡ 5.5 - 6.5 20 - 30 80 - 120 0.2 - 0.3 5.0 - 6.0 1.5 - 2.0

†L Site1, liquefaction site 1; C Site, control site.
‡OR, optimal range for cultivating various crops in Korea (NI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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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물체를 소실시켰고 분출모래의 표고 차이로 요철지형이 최대 26.7 cm까지 형성되어 낮은 지형은 강우 습해로 보

리 생육이 불량하였다. 그러나 포항 지진의 영향을 받은 농경지는 액상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토양구조 변형 및 

토양 화학성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벼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km (36.10N, 129.37E)에서 진도 5.5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은 신생대 제3기에 퇴적되어 이루어진 지질상 제3기층이다. 지진의 영향으로 포항시 북구 흥

해읍 용천리 농경지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 지진에 의한 토양 액상화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용출모래와 액상화 구역에 대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와 수확기 벼 생육 및 수

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논에서 액상화 구역의 규모는 직경 30 - 50 cm 타원형으로 자갈 14 - 22%와 대부분

이 모래가 혼합되어 쌓여 있었으며, 액상화 규모는 각각의 필지에서 면적의 0.01% 미만이었다. 용출모래의 pH는 벼 

재배에 적정수준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보다 낮아 중금속 오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논에서 액상화 지점과 그 30 cm 주변 지점 토양을 비교한 결과 모래용출 지점의 단면은 모래 용출시 부분

적인 파열선이 확인되었지만 관입저항 값이 3 MPa 이상으로 토양구조가 유지되었다. 모래용출 규모가 작고 토양구

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어 토양 양수분 이동, 농기계 작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액상화 구역과 대조

구역의 수확기 벼 생육과 수량을 조사한 결과 초장, 간장, 수장, 주당수수, 등숙율, 수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액상화가 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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