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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구조
지각변동은 지반의 융기와 침하는 물론, 소성(塑性, plastic)적 변동인 습
곡작용(folding)과 암석의 취성(脆性, brittle)적 변형인 균열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각이 거대 규모 관점에서 이동한 경우에 나타나는 지
각구조작용의 특징이다(09장). 수 km의 깊이에서 높은 압력에 놓인 환
경에서, 또한 오랜 기간의 조산운동 과정에 걸쳐 볼 때, 대부분의 암석은 
소성변형을 보여 주며, 소성한계를 초과할 경우 균열이 발생한다.

노두(outcrop)는 암반이 지표면에 노출된 부위(또는 토사층 바로 밑에 놓여 있는 
곳)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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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

경사(dip)란 수평선 아래로 잰 각을 뜻한다. 경사 방향은 경사 아래로 향한다.
주향(strike)은 경사면에서의 수평선의 방향을 뜻한다. 층리나 여러 지질학적 구조를 
표현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암석 경사(rock dip)는 사면의 경사(slope)와 혼
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층(fault)은 깨진 면을 따라 움직인 변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리킨다.
낙차(throw)란 단층 변위량의 수직 성분을 가리킨다.
단층은 아래쪽으로 이동한 쪽을 기준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
적인 이동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반대쪽이 올라간 경우일 수도 있다.

절리(̀joint)란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암석의 균열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각구조 응력에 의해 형성되며, 거의 모든 암석에서 발달된다. 절리의 
밀도와 절리 각각의 길이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로 거의 평행인 
절리군들이 모여 절리계(joint system)를 이룬다.
층리(bedding)는 퇴적암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파쇄구조이다. 많은 
경우, 층리는 매우 얇은 층 또는 분리면으로 나타난다. 더 단단한 암석
층 사이에 삽입된 셰일층이나 점토층이 나타난다. 다른 경우, 깨끗하게 
깨진 면 또는 절리면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퇴적 과정에서 매우 작은 
차이가 나타나는 곳을 따라 구조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점판 벽개(slaty cleavage)나 편리 역시 절리의 일종이다. 모든 절리
는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며, 절리의 밀도, 연장성(extent), 방향성
(orientation)이 암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된다(25장).
덩어리 형태의 괴암에서는 균열, 절리, 또는 구조적 연약면이 적다.

단층의 종류는 아래로 내려가는 쪽과 단층면의 경사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단층은 인장환경에서 만들어진다`-̀아래로 내려가는 블록(오른쪽)과 경사 방향(왼쪽)이 동일.  
•`역단층은 압축환경에서 생성된다`-̀아래로 내려가는 블록(왼쪽)과 경사 방향(오른쪽)이 다름.
•`수직단층은 정단층이나 역단층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 스러스트(thrust)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러스트 단층은 경사각이 작은 역단층이다.
• 주향이동단층(또는 인열단층)은 수평이동을 한 단층을 일컫는다(겉보기에는 경사지층에서 낙차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
• 지구(graben, 地溝)는 2개의 정단층 사이에 놓인 침강된 암석 블록을 부르는 말이다.

단층의 여러 가지 특징
단층은 일반적으로 지반이 파쇄된 구역을 만들게 된다. 이곳은 부근의 
암반과 비교하여 더 연약하고 불안정하므로 기초의 지지력, 사면 안정
성, 터널 천정부의 일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층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조산운동에 의한 응력이 계속 쌓이
다가 마찰력을 넘어서는 순간) 지진이 발생하며 주변 지반에 진동이 전
달된다(10장).
오래된 단층들(영국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은, 단층에 의해 이미 발
달된 지표면을 이동시킬 수 없다. 단층지대와 부근의 대조적인 암반에 
걸쳐 발생된 차별침식작용에 의해 단층선애(斷層線崖, fault̀-̀line scarp)
와 단층곡(fault valley)이 형성될 수도 있다.
단층 각력암(fault breccia) : 각지고 부서진 조립질 암석 조각들이 단층
을 따라 구역(폭 0.1~100m)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가 흐르는 곳이다.
단층 점토(fault gouge) :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 있는 것으로, 단층면을 
따라 생성된 폭이 좁은 구역 형태로 분포한다.
단층 끌림 현상(fault drag) : 단층의 움직임으로 인해 암석의 모양이 변
형되거나 습곡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단층마찰면(slickenside) : 단층면에 나타나는 긁히고 마모된 면이다. 
또한 밀착된 습곡 내의 층리면의 단층면에서도 나타난다.
암맥(vein) : 암석 내의 균열이나 열극 안에서 열수에 의해 침전되어 얇
은 판의 형태로 틈새를 메운 광물들로, 절리나 단층에서 나타나는데, 대
부분의 암맥은 석영이나 방해석이며, 암반 표면에서 보면 하얀 줄무늬 
형태로 나타난다. 더 큰 암맥(대부분 단층에 존재)은 유용한 광물들을 
함유할 수도, 이미 채굴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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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의 구성요소경사연각

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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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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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층

주향이동단층

노두의 오프셋 단층에서 내려간 쪽을
지도에 표시한 부분 실제 미끄러진 이동량

(노두의 오프셋)

인장 상태의 
분리

낙차

변위

겉보기
낙차낙차 압축 상태의 겹침

그리스의 어느 도로 
절개부에서 심하게 
습곡 및 단층작용을 
받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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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곡
습곡(fold)은 위 방향으로 향한 배사(anticline) 와 아래 방향을 향
하는 향사(syncline) 가 있다. 완만하게 휘어진 경우 , 중간 

정도 , 강하게 휘어진 경우  등이 존재한다. 습곡은 둥근 형
태로  나타나거나 각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습곡(overfold)과 횡와습곡(recumbent fold)은 축면의 각이 직각을 
넘어선 경우이다. 등사습곡(isocline)은 양쪽 면에서 평행의 경사각을 
가진다. 내프(nappe)는 횡와습곡이 중앙의 선을 따라서 전단파괴를 일
으킨 경우로, 스러스트 단층이 발생하게 되고, 대개 큰 규모의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습곡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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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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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리

단애(escarpment 또는 scarp)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층
리가 비대칭적 형태의 언덕을 형성한 것으로, 단단한 층의 위아래에 놓
인 약한 층이 차별침식을 받은 결과이다. 

석회암 단애

점토 계곡

사암 단애

약간 침식된 정상부 단애면

경사면 경사면

약한 점
토암

세굴된 사면. 
붕적토(액상화 유동
암설) 존재

안정된
사면

암석의 순서 일반적으로 오래된 층은 젊은 층 아래에 놓이게 되며 침식
을 통해서만 지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오래된 층과 젊은 층을 구별해 주
는 점을 참조한다면, 지형적으로 위쪽 혹은 아래쪽에 놓였다고 해서 순
서상의 혼동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내좌층(內座層, inlier)이란 오래된 암석의 노두가 젊은 암석 노두에 둘
러싸인 것이다. 지도에서 이와 같은 경우, 배사가 침식을 받은 경우나 
골짜기인 경우이다.

단면

골짜기
내좌층

내좌층
내좌층

지도 단면

배사

외좌층(外座層, outlier)은 젊은 층의 노두가 오래된 층의 노두에 둘러싸
인 것인데, 침식을 받은 향사나 언덕인 경우에 해당된다.
부정합(unconformity)이란 서로 다른 경사를 가지는 2개의 연속된 암
석층 사이에서 경계가 되는 면이다. 이것을 통해 각 퇴적층이 퇴적한 시
기 사이에 존재하는 지각변동 또는 구조적 변형의 발생이 얼마나 오랫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부정합은 구조적으로 볼 때 두드러진 
불연속면이다. 즉 오래된 암석층이 부정합 위에 놓인 젊은 층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암석화와 습곡작용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아마 좀 더 
많은 변성작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부정합의 형성 과정

첫 번째 층의 
퇴적작용

습곡을 받고
융기됨

침식 후에
아래로 내려감

두 번째 층의
퇴적 일어남

두 번째 층
부정합
첫 번째 층

1 2 3 4

주요 습곡의 종류

약한 습곡작용

배사 대칭적

향사

배사의 축면
과습곡

등사습곡

비대칭적 횡와습곡 내프 스러스
트

강한 습곡작용 압축력의 증가

구조작용과 무관한 지질구조
얕은 암석, 토양층에서 국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침식 과정과 천부 지반 변형에 의해 
일어나고, 광역적 구조작용과는 무관하다.
캠버 습곡(camber fold)은 단단한 사암이나 석회암 아래에 점토(혹은 부드러운 셰일)
층이 놓여 있는 곳에서 형성되는데, 수평을 이루거나 경사가 작은 암층에서 나타난다. 
점토는 상부 층에서 부위에 따라 다르게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언덕 아래로 소성적
으로 눌려 나오게 된다. 
계곡 벌지(bulge)는 그 밑의 바닥이 부풀어 올라온 것이고(침식되어 제거되었기에), 그 
밑은 구조적으로 교란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점토는 눌러 짜여져, 계곡 측면부(단애의 
끝)와 가까운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며 결국 위에 놓인 단단한 암반층은 계곡 
쪽을 향해 축 늘어지고 위 방향으로 휘게 된다.
걸(gull)이란 열려 있거나 흙으로 채워진 열극으로, 캠버작용이 일어난 계곡 양쪽의 단
단한 암석에서 나타나며 캠버작용으로 인해 틈이 벌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한다.
후기 빙하기에 캠버작용을 받은 지반이나 이때 형성된 층은 영국 퇴적암 지역에서 자
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작용으로 인해 쪼개져 떨어진 커다란 암석 덩어리를 만들고 골
짜기의 양쪽 면과 단애면을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빙하작용에 의한 끌림(glacial drag) : 천부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교란으로, 홍적세
(pleistocene) 빙하에 의해 눌렸던 토사층과 연약한 암반층에서 습곡, 과습곡과 단층
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중이 제거되어 생기는 절리(unloading joint) : 응력개방이 일어나면서 지표면 부근
에서 지표면에 평행하게 생기는 절리로, 위에서 누르고 있던 암석층이 침식에 의해 제
거되면서 절리가 만들어진다.
지반이 미끄러져 내려가 생기는 열극(landslip fissure) : 사면의 붕괴가 일어나기 전
에 사면의 상부에서 나타나는 갈라진 열극이나 정단층이다.
수축절리(contraction joint) : 화성암이 식으면서 생기는 절리로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이에 포함된다.

절리 확장
측방 확장

침강한 블록

회전형 산사태

유동성 점토

유동성 점토

심부의 미교란된 암반

쇄설류

계곡 벌지 구조

덮개 암반

걸
미끄러진
블록

캠버 습곡침식으로 
제거된 

계곡 벌지

영국 어느 계곡 측면을 따라 발달한 캠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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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geological map)를 통해 노두(암반이 표면에 드러난 지점)를 볼 
수 있다. 지표면의 모양과 암반구조의 모양에 따라 노두의 형태가 다르
게 나타난다. 우리는 지형 등고선을 통해 지표의 형태를 알고 있으므로 
지질구조를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법칙 : 해석이 한 가지 이상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단순
한 쪽이 대개 올바른 해석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논리
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도는 여전히 3차원 암반구조를 한 
장의 종이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등고선
강
지질학적 경계

점토
사암
이암
석회암

조립현무암
암맥

축척을 따르지 않음

100m

탠(Tan) 계곡 지질도

단면도는 수직 방향 
축척이 2배 확장되어 
그려짐

W-̀`E 단면도

N-̀`S 단면도

블록 다이어그램

지질도, 지질단면도, 3차원 구조와의 관계. 주향을 따라 남북(N-̀`S) 방향의 단면
도를 그렸기 때문에 지질구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도 해석 순서
1. 단층과 부정합(구조적 불연속선)을 알아낸다.
2. V 법칙을 적용하여 경사를 구한다.
3. 각 층의 순서를 알아낸다(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4. 습곡축을 구한다(경사와 노두의 구부러진 정도를 보고).
5. 구조등고선을 그린다(자세한 것이 필요한 경우).
6. 천부의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단면도를 그려 본다.

노두의 형태
6가지 기본 개념으로 지질도의 노두 형태를 해석한다.
수평층에서는 노두가 등고선을 따라 그려진다. [일정한 고도 때문. 스카
(Scar) 언덕 지도에 표시된 석회암 참조.]
수직층은 등고선에 관계없이 직선의 노두로 표시된다(탠 계곡 지도의 
암맥 참조).
경사진 층은 구부러진 노두로 나타나며, 등고선을 가로지르고 등고선의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 노두는 침식에 의해 지표면이 낮아짐에 따라 아
래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2개의 지도에서 사암층을 눈여겨보라).
경사 방향은 중요한 규칙인 V법칙을 계곡에 적용함으로써 알 수 있다. 
경사를 이루는 암석층의 노두는 V 모양을 그리면서 구부러지는데, 이 
노두는 계곡부를 통과하고 노두의 V자는(마치 화살촉 같이) 계곡 사면
의 방향에 관계없이 경사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노두가 계곡의 지
표면과 교차하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더욱 아래 방향으로 쳐지기 때문
이다(탠 계곡 지도와 단면도 참조). 
(이 법칙은 층이 낮은 경사각을 가지고, 노두가 거의 등고선을 따라 움
직이는 경우에는 계곡 위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표면이 평행을 이루는 경우, 경사진 층은 주향을 따라 직선의 노두로 
나타난다.
층의 연속 순서는 노두의 경사 방향으로 진행할 때 다음에 만나게 되는 
젊은 층을 구별함으로써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서를 알고 있다면 
경사 방향을 알 수 있다.

오래된 층의 암석 노두
지표면

오래된 암석
젊은 암석경사

젊은 층의 암석 노두

노두의 폭은 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사가 낮을수록 커진다.

넓은 폭의 노두

경사가 완만

지표면
좁은 폭의 노두

경사가 
급함

지질구조의 인식
부정합은 스카 언덕 지도의 석회암에서 보듯이 어떤 (더 젊은 층의) 노
두가 더 오래된 층의 노두와 교차하는 것을 찾아내 구별할 수 있다.
단층은 대개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다. 단층이 나타나면 어떤 층의 노두
가 끊기고, 어긋나게 나타나며, 반복되어 나타난다. 단층의 경사는 V법
칙을 통해 알게 된다. 단층에서 아래로 내려간 쪽에서 더 젊은 층의 노
두가 나타나는데, 이는 더 오래된 층은 이미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우리
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표면 젊은 층의 노두

오래된 층

오래된 층

오래된
층의 노두

아래로 내려간 쪽
오래된 층은 지표면 위에서

침식을 받았다

젊은 층

젊은 층

단
층

습곡은 경사 방향의 변화를 봄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외좌층이나 
내좌층처럼 지형적 영향과 무관한 요소를 통해 구별할 수도 있다. 가장 

07  지질도와 단면도

지질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경사, 방향, 기울기 정도

수평층
단층,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 표시함
충적층
사암
석회암

수직층

향사

배사

빙력토
셰일 또는 점토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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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질도와 단면도 17

중요한 것은, 습곡은 노두에서 볼 수 있는 휘어져 있는 형태를 통해 구
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두에 나타난 휘어진 구조는 분명히 습곡 또는 
지형의 계곡이나 산등성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카 언덕의 지
도에서 2개의 경우를 모두 해석할 수 있다.

스카 언덕 지역의 해석
다음을 알아내기 위해 노두의 여러 가지 휘어진 형태를 이용하면 된다.
1. 경사가 일정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
2. 계곡을 가로지르는 경사의 방향
3. 지형적 특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습곡축

스카 
언덕

산등성이

계곡

부정합

가장 오래된 층

100m

이암

이암

사암

사
암

단
층

젊은 층오래된 층

향
사

젊은 층

경사

하강부

점토 점
토

각사암

수
직
단
층
대

오래된 
층

수평층
석회암

구조등고선
구조등고선(stratum contour)은 각 지층(bed, stratum)에서 같은 높이
의 지점을  연결해 놓은 선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구조를 표현한다는 점 이외에는 지형도에서 사용하는 등고선과 비슷하
다. 각 등고선에는 각 지점의 높이와 기준이 되는 층의 경계가 표시된다.
어떤 층의 노두가 지형도의 등고선과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하여 그리게 된다. 결국 지도에 나타난 지표의 정보
는 구조등고선을 그리기 위해 사용되고, 구조등고선을 통해 지하에 묻
힌 지질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경사가 일정한 경우 구조등고선들은 곧
은 직선이고, 서로 평행이며, 등간격을 이룬다.
아래에 탠 계곡 일부 지역의 구조등고선을 그려 보았다. 
• 이 등고선들은 지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 어떤 등고선은 2개의 경계를 각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개의 정
보가 동시에 표시된다.
• 각각의 경계/등고선의 교차점 위에 지층등고선이 지나고 있다.
• 표기된 숫자는 각 층 바닥부의 높이를 뜻한다.

단면도 그리기
단면도는 지도 위의 일직선 상에 놓인 정보를 같은 축척(필요하다면 수
직 쪽 축척을 확대할 수도 있다)의 수직단면도상에 투영해 그릴 수 있다.
지형과 개개의 지질학적 경계부는 각각 적당한 등고선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그 교차점은 단면도 위의 정확한 높이에 표시된다. 
스카 언덕의 지질단면도를 그리는 세 단계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분홍
색 투영선과 고리 모양의 점들은 1단계와 2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스카 언덕 지도에서 층의 등고선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에 유의하자.
• 등고선은 단층을 교차하지 않는다. 
•  등고선은 하부의 습곡된 층에 적용되며, 등고선은 부정합 위로 발달
된 석회암층과는 관련이 없다.

탠 계곡 지도 중 일부 지역의 구조등고선
구조등고선을 보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경사 방향은 동쪽으로 090(구조등고선을 통해 90°)
• 경사는 1/5(거리 50m 변화에 따라 고도가 10m 변화)
• 사암의 수직 두께는 10m(사암의 바닥 30은 점토층 40과 같은 위치에 놓이므로)
• 실제 두께`=`수직 두께×경사의 코사인값
어떤 암석층까지의 깊이는 어떤 지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
구조등고선을 통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A지점의 시추공이 20m의 점토
층을 지나 사암층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에 시추공은 30m의 사암층을 지나 이암
층에 이르게 된다.

등고선 라벨

50m

스카
언덕

단
층

층의 등고선 라벨

100m

이암

이
암

사암

사
암

석회암점토

점
토

각사암

사암

각사암

사암

미확인

표시된 이암의 두께는 
단층 서쪽부와 동일

이암

수직단층

S4에서 S7까지 층의 등고선으로부터  
구한 경계부에 관한 정보 노두도
표시되었음

지형등고선으로부터
얻어진 지표면 정보.
부드럽게 연결 처리됨

1단계

2단계

완성 단계 수직길이는 수평길이에 비해 2배 확대

투영선

석회암층 바닥
73m 지점에서 수평 

단층의 낙차

낙차의 크기가 이암의 두께와 같아 단층 양쪽의 경계가 일치

표시된 각사암층의 두께가 계곡부에서 노출된 곳이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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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질공학의 기초

발간된 지도의 대부분은 축척이 1 : 10,000에서 1 : 100,000 사이의 것
들이다. 지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축척의 지도로는 기복
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다. 결국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등
고선을 그리기가 힘들다.
여전히 노두 형태, 각 층의 관계, 지질구조 파악 등에(07장 내용으로부
터) 관한 법칙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구조 해석과 단면도를 그리는 것은 
구조등고선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몇 가지 기본 개념
대부분의 노두는 수평 방향으로 균질한 퇴적암이다. 이것은 수평을 이
루는 층이며 두께가 대체적으로 일정하고 서로 평행을 이룬다. 이들은 
습곡을 받아 평행을 이룬 곡선 형태로 구겨진다. 층이 얇아지거나 쪼개
지는 현상은 좁은 지역에서는 관찰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패턴 없이 동
떨어진 쐐기나 블록 모양의 지층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심하게 단층작
용을 받은 지역이라면 국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암
석이 관입되는 경우, 또는 화산암인 경우라면 다양한 모양이 나타난다. 
표류 퇴적물에 의해서 얇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표면이 형성된다.

오크언더(Oakunder) 지역의 지질도

전형적인 지질도의 예 : 암석의 노두 모두를 볼 수 있고 경사와 구조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 층서단면을 통해 층이 나타나는 순서와 각 
층의 두께를 알 수 있다. 단지 강 계곡을 통해 지형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지도는 애쉬오버 지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지도는 영국국립지질조사
소(BGS) 도면 112(체스터필드) 1 : 50,000 또는 1 : 63,360을 보면 된다(모든 지도에는 축척이 있어 다른 크기로 복사해도 일관성이 있다).

08  지질도의 해석

층서단면 
두께는 m 단위로 표시

충적층

조립현무암

경사

단층

강

석탄층

셰일 3
벨버 각사암

셰일 2

오크언더 각사암

셰일 1

석회암

슬레이트

기초적 분석
07장에 나오는 1~4단계를 따라 수행한다. 해석 자
료를 지도에 덧붙인다. V법칙을 통해 경사를 파악한
다. 순서에 관한 법칙을 이용해 경사를 분석한다. 노
두의 폭을 통해 경사를 알 수 있다. 

폭/두께=̀̀경사도
3개의 셰일층이 파악되었다. 층서단면에 번호를 매
기고 지도에 표시한다. 단층과 암맥은 직선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층은 규
모가 작은 편이다. 북쪽으로 가다 사라지고, 노두에
서 작은 변위만이 일어났을 뿐이다. 각각의 습곡축에
서 층의 순서가 반복되어 거울대칭형으로 나타난다.

오크언더층 
아래 셰일 1층

경사는 V법칙에서 
계산

수직
암맥

층의 순서를 통해 
경사 파악

 2개의 
각사암층 사이의
셰일 2층

노두 폭이 넓다
=`경사가 완만

작은 단층
낙차가 셰일 2층
두께보다 작다

층의 순서를 통해
경사 파악

노두 폭이 넓다
=경사가 완만

셰일 1층 
각사암과 

석회암 사이에
발달

노
두
 폭
이
 좁
다
=`경
사
 급
함

외좌층

향
사

배
사

내좌층

얇은 
충적층 
두께는 
알 수 없음

3점 해석법(three -point interpretation)
천부 지질구조는 하나의 수평면에 위치한 서로 떨어진 최소 세 지점의 자료(대체로 시추공에서)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구조등고선을 그리기 위해, 국지적으로 경사가 일정하며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가정해 본다.
2개의 시추공 사이를 연결한 어떠한 선을 따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경계 혹은 지층의 고도는 수
평길이에 비례해서 변한다. 이때 해석된 점들 중에서 같은 고도를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구조등고선
이다. 
3개의 시추공 자료로는 직선의 구조등고선만을 해석하고 그릴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 점 이상의 시추공 정보
를 얻는다면 곡선 형태와 수렴 형태의 구조등고선을 그릴 수 있어 습곡이나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지질구조가 복잡한 것에 비해 시추공 사이의 간격이 좁다면 해석된 자료는 더 믿을 만하다. 이는 지반조
사 자료의 초기 해석을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또 암석이나 표류, 기반암 상부면, 또는 단층을 해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시추공 정보로부터 구조등고선 그리기
곡선 형태의 적당한 
층 등고선을 그린다

시추공에서 
선택된 경계에 대한
고도 기록

해석을 통해 구한 고도시추공

경사

세 점만을 이용해 구한
직선의 구조등고선

고도는 m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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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질도의 해석 19

단면도 그리기
오크언더 지역 지질도의 단면도를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지표면에 대한 단면도가 제공된다(이것은 지형도를 통해서도 그릴 수 있다).
 2. 단면도의 지표면에 노두의 위치를 표시한다(07장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3. 경사는 주어진 층의 두께를 통해 구한다(오른쪽 참조).
 4. 단층은 이 지역에서 주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5. 오크언더 각사암층은 세 곳의 노두를 연결하여 습곡 양쪽에 그려 넣는다.
 6. 단층을 표시하면 벨버 각사암층의 바닥은 지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7. 향사 내부에서 오크언더 각사암은 단층대 부근에 적절히 조정하여 그린다. 
 8. 다른 층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그리면 된다.
 9. 평행한 곡선은 배사 동쪽의 경사가 변화하는 것을 참조하여 그린다.
10. 층서단면에서 주어진 석회암의 두께를 참조하여 그 밑에 슬레이트를 그려 넣는다.
11. 슬레이트 층 아래 놓인 배사구조 중심의 암석은 알 수가 없다. 
12. 지층을 관통하는 조립현무암을 수직 암맥으로 그려 넣는다.
13. 계곡 바닥 충적층의 두께는 전체 지층구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린다.
14. 공중에 그려진 점선은 지질구조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그려 넣을 수도 있다.

오크언더 지역의 지질단면도
수직 방향 길이는 수평 방향의 2배

층서단면 해석하기
지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여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표류 퇴적층들
은 맨 위에 표시한다. 퇴적물의 층 두께는 나타나 있지 않다. 평균 층의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 축척을 따라 
주요 구성 암층이 표시되어 있다. 사암층 E는 석탄기 암석군 위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다. 중간 협탄층은 
사암층과 석탄층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 표시가 되어 있다. 구별이 쉽게 되지 않는 중간 협탄층은 셰일, 이
암, 얇은 사암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층이다(암석 자료는 지질도에 첨부된 해설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암층 D는 부정합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있다. 사암층 C는 두께가 6~16m 정도로 다양하지만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다. 사암층 B는 두 곳으로 쪼개진 곳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위쪽이 얇게 나타날 
수 있다. 사암층 A는 두께가 0~12m로 다양하며 지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유실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석탄층 2는 국지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위쪽 탄층을 사암층이 교차하고 있다. 석탄층 1은 두 갈래로 쪼개져 있는데 지도상의 대부분 지역에서 층 한가
운데 5m 두께의 셰일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간 협탄층의 바닥부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두께는 알 수 없고 아래 방향으
로 연장되어 있다. 상부의 암석층을 관입하고 있지만 화성암이 밑의 층에 나타나고 있다. 

1.  경사 방향이 오른쪽이므로 각사암의 노두는 왼
쪽에 나타나는 것이다.

2.  단면도에 점 1과 점 2에 따른 노두를 표시한다.
3. 지층의 두께만큼 점 2 아래에 점 3을 그린다.
4.  점 1과 3을 연결하여 각사암층의 바닥을 그려 
놓는다.

지도
경사 방향

셰일셰일

지표면

단면도

각사암

단면선

홍
적
세
 및
 최
근

페
름
기

석
탄
기

중
기
 석
탄
층

m

충적층

자갈이 섞인 점토

사암층 E

사암층 D

사암층 C

사암층 B

사암층 A

석탄층 2

석탄층 1

조립현무암

표준 지질도
지질도에는 무엇보다도 노두(또는 시추공)에서 관찰된 정보가 담긴다. 필요한 경우 별
도의 해석이 추가될 따름이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노
두 자료의 나머지 해석은 지도를 보는 사람의 몫이다. 
표류층의 경계(13장 참조)와 암반의 경계는 별도로 구분된다. 표류층 아래 놓인 암반
의 노두를 나타내기 위해 색상이나 기호를 따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표시는 하고 있다. 
산사태와 캠버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식별 가능하다. 대축척 지도에는 지표 
아래의 정보, 시추공 자료, 표류층 정보와 광산 수갱 기록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공학 지질도
어떤 지역은 그곳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같은 지역에 대해 우리가 
선택한 서로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 지도를 이용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것에는 
암반의 물성, 사면 안정성, 지반 침하 가능성, 광산 활동, 표류층의 두께, 표류층의 
지지력, 석재자원, 지하수 조건 등이 포함된다.
일반화된 공학 지질도는 요약된 편집물 형태일 때도 있다. 유용하고 광범위한 지반
상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제공하는 2차적인 해석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단지 어떤 특정한 공사 지역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역할만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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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질공학의 기초

지구라는 행성은 그 중심이 같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은 
두께가 100km 미만이고 다양한 고체의 규산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맨틀(mantle)은 두께가 2,800km이고 고온이며 소성의 철 규산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핵(inner core)은 반지름이 3,500km이며 
성분 중 대부분이 용융된 철이다. 

대륙과 해양
해양지각의 성분은 주로 현무암과 조립현무암이다. 두께가 5~10km이
고, 모든 해양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소멸된다.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며, 두께가 20~80km이
다. 해양지각에 비해 밀도가 작고, 상부 맨틀 위에 떠 있으면서 모든 대
륙과 해수면 아래의 대륙붕과 주변 섬을 만든다. 섭입(subduction) 현
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판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대륙지각
은 침식작용을 받기도 하지만 해양지각판의 섭입작용으로 인해 퇴적물
이나 암석 조각이 더해지기도 한다. 각각의 판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지
각판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속할 수도 있다. 대륙의 해안은 판의 
경계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모호면
지각과 맨틀의 경계를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Mohorovicic discontinuity) 또는 모
호면(the Moho)라고 한다. 이것은 탄성파 굴절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모
호면 하부의 암석이 직접 눈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추진한 시추계획
인 모홀(Mohole)계획은 조기에 그만두었고, 러시아에서는 콜라 반도에서 1993년에 
12.3km 지점까지 도달했으나 더 이상은 실현 불가능했다.

판과 판의 이동
암석권(lithosphere)이란 상대적으로 취성의 성질을 지닌 바깥쪽 암석층
을 지칭한다. 지각과 상부 맨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으로 불리는 몇 개
의 거대한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밑에서 올라오는 열로 맨틀 내의 대
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대류층 상부를 통해 수평이동이 발생한다.
판 구조론(plate tectonics)이란 판 아래 맨틀의 유동에 의해 각 판이 상
대적으로 이동한다는 이론이다. 각 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판
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교란작용에 의해 대부분의 지질작용이 발생
한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생성과 변성, 또는 침식작용 모두 2개
의 판 경계부에서의 단면도(맞은편 페이지)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판 경계의 종류
보존형 경계는 수평 방향 이동만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예 : 샌안드
레아스 단층). 대부분 주향이동단층이 만들어지고 간헐적인 판의 움직
임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해양판을 만들기 때문에 판을 생성하는 쪽에 해
당한다(예 : 대서양 중앙 해령). 부분 용융된 맨틀 내부에서 철이 다량으
로 함유된 광물입자와 분리되어 규산염 용액인 현무암 마그마가 만들
어진다. 이 과정으로 인해 많은 암맥과 해저 화산이 생성된다. 여분의 
마그마로 섬이 생성되고(예 : 아이슬란드), 분출성 현무암 화산과 고온
의 지열이 발생하는 지점이 형성된다. 인장력으로 암석이 끊어지면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렴형 경계는 해양판이 섭입되어 용융되어 버리기 때문에 판이 소멸되
는 곳이다(예 :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의 안데스 산맥 하부). 위쪽에 
자리 잡은 대륙판은 구겨지면서 점차 두꺼워져 산맥을 형성한다. 이때 다
양한 지질작용을 수반하는데 이 과정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 
조산 운동(orogenesis, 그리스어로 ‘산을 만든다’는 의미)으로 불린다.
어떤 방식의 수렴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조산 운동의 성격이 달라진다.
대륙-̀̀해양 : 정상적인 조산대(orogenic belt), 해양판이 섭입되어 소멸
함(예 : 안데스 산맥).
해양-̀̀해양 : 한쪽 판이 소멸, 마그마에 의해 호상열도(island arc) 화산
이 만들어진다(예 :  자바 섬). 
대륙-̀̀대륙 : 충돌과 함께 최대의 조산 운동이 발생한 곳에서 2개의 판이 
붙게 된다(예 : 히말라야 산맥).

산맥
산맥의 융기는 가벼운 화강암 성분의 지각이 조산대 내부에서 두꺼워
지면서 지각이 맨틀층의 상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지
구 전체 지각에 걸쳐 균일한 하중을 가하려는 지각 균형작용 때문이다.
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 가장 젊은 층이다. 히말라야 산맥은 그 생
성시기가 1,000만 년을 넘지 않으며, 대부분 습곡작용을 받은 퇴적암에 
의해 형성되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석회암이다.
오래된 산맥은 침식작용으로 깎이는데,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는 4억 
년 동안 침식을 받았다.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오히려 
히말라야 계곡의 가장 깊은 지점의 바닥을 이루는 암석과 유사하다. 

09  판 구조론

세계 주요 지각판. 화살표는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이동은 1년에 몇 cm 정도). 조산지대는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유라시아 판

아프리카 판

인도 판

남극 판

태평양 판

아메리카 판

나스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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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환경
어느 한 지역의 전반적인 지질학적 환경은 그 지역이 변성암 지대이건 활
동 화산이 존재하건, 지각의 움직임이 있건, 혹은 퇴적암층이 두껍건 얇
건, 습곡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판 구조의 변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바
로 이런 것들이 공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지반 상태에 대한 배경적 지식
이다.
안정한 환경은 지각판의 위에서 나타난다. 퇴적암은 느린 침식작용, 심
하지 않은 습곡을 받을 뿐이고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아마도 화
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오래된 대륙판들은 순상지를 이루는 
단단한 기반의 변성암 지대로, 스코틀랜드의 아우터헤브리디스, 캐나
다 동부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영국과 미국 동부 대부분은 좀 더 젊은 
안정된 지각판에 속한다.
불안정안 환경은 판의 경계부 또는 그 부근에서 나타난다. 이곳의 지질

활동은 경계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측면 이동, 발산, 수렴)에 달려 있다.

조산 운동
• 현무암 화산을 제외한 모든 주요 지질작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강한 습곡, 과습곡, 내프 등이 나타난다. 약한 습곡작용은 경계에서 좀 떨어진 
지점에서 나타난다.

• 압축작용을 받아 단층과 스러스트가 일어나고, 이들이 움직이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

• 심부에서는 고온, 고압의 환경으로 인해 광역변성작용이 발생한다.
• 대륙지각이 부분적으로 녹아 변성대 중심부에 화강암 저반이 만들어진다. 
• 용융된 해양지각의 현무암은 대륙지각 물질과 혼합되어 점성도가 높은 안산암, 
유문암성 마그마를 만들고 폭발성 화산을 형성한다.

• 뜨거운 활성지대의 유동성 액체에 의해 광화작용이 일어난다.
• 산맥의 융기에 이어 빠른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수반된다.
• 인근 함몰지대의 두꺼운 퇴적층-저탁암(turbidite)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지질연대
여러 지질연대(geological time)에 걸쳐 각종 지질학적 작용들이 발생
하고 판의 형태는 변화를 거듭한다. 새로운 대양이 생기고, 대륙은 충돌
하며 다른 대륙 속으로 들어간다. 결국 어떠한 지역도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인 지질학적 사건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의 지질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특별한 차
원을 잘 생각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지질학적 역사를 통해 여러 지질구
조와 암석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지반공학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학자에게 있어 암석연대의 중요성 :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영국에서
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전에 생성된 암석이 젊은 암석층에 비해 더 단단
하고 암석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변성작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습곡 과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시대의 암석이라도 서로 다른 
조산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동부와 서부 연안의 암석 간의 차이가 이를 설명해 준다. 
제4기 퇴적암들은 최근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깊은 곳에 묻혀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으며 최소의 변형만 일어
났을 뿐이다.
층서단면을 통해 지질연대를 여러 기(紀, period)로 나눌 수 있으며 기
의 명칭은 그 시기에 형성된 여러 계(系, system)의 암석에 대해 공통적
으로 사용된다. 이 명칭들은 세계적으로 통용지만 미국에서는 예외적으

로 석탄기 대신 미시시피기, 펜실베이니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층서단면 순서

기/계 대(代, era)
연도

(100만 년 전)

완신세(Holocene)̀=`현세
홍적세(Pleistocene)(̀=`빙하기)

제4기
(Quarternary)

1.8

65

250

545

4600

선신세(Pliocene)  신 제3기(Neogene)
중신세(Miocene)
점신세(Oligocene)
시신세(Eocene)  고 제3기(Paleogene)
효신세(Paleocene)

제3기
(Tertiary)

백악기(Cretaceous)
쥐라기(Jurassic)
트라이아스기(Triassic)

중생대
(Mesozoic)

페름기(Permian)
석탄기(Carboniferous)
데본기(Devonian)
실루리아기(Silurian)
오르도비스기(Ordovician)
캄브리아기(Cambrian)

고생대
(Paleozoic)

원생대(Proterozoic)
시생대(Archean)

(지구의 시작)

선캄브리아기
(Precambrian)

지각판 1

약한 습곡작용

폭발성 안산암성 화산

광역변성작용

두꺼운 퇴적층얇은 퇴적층

퇴적층

보통의 습곡작용

산맥의 융기와 침식

수렴형 소실 경계부 발산형 생성 경계부

지각판 2 지각판 3

맨틀 대류의 흐름
지각이 맨틀 속으로 
섞여 들어감

마그마 생성
상부 맨틀

화강암 저반

안정한 지각판

대륙지각

부분 용융

강한 습곡

해양 지각

주 단층지대 암맥이 생겨남

열

맨틀에서 현무암이 
분화되어 마그마 생성

화산섬
분출성 화산 현무암

해양

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지질작용

조산대

상부 맨틀
섭입

펜실베이니아기 
미시시피기

�������	
����� ��	�	��	�������



22 지질공학의 기초

지진
판이나 단층 덩어리의 상대적 이동이 단층면의 전단 저항력을 넘어서
는 경우 발생한다. 판의 움직임으로 암석 내에 탄성변형이 형성되고, 암
석이 파열되거나 암반이 반동을 일으킬 때 변형 에너지가 지반충격파
의 형태로 방출된다. 
대부분 지진은 심도 20km 미만의 진원지(focus)로부터 발생한다.
지표면 변위는 수 m 정도 혹은 없는 경우도 있다.
단층은 1~100km 정도의 길이로 깨질 수 있다. 

지진의 크기와 등급
지진계(seismograph)를 통해 땅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지진 규모
(magnitude, M)는 지진의 크기를 리히터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진앙지
(epicenter, 진원지 바로 위의 지표면 위의 점)로부터 100km 떨어진 지
점에서 우드 앤더슨 지진계로 측정한 최대 진동의 진폭(단위 : ㎛)을 상
용로그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멘트 규모(moment magnitude, MW)는 단층 면적, 이동량, 암석의 
강성(rigidity)과 관련된다. 이 값은 지진의 에너지를 잘 나타내 주며, 값 
자체는 M(지진 규모)과 비슷한 크기이다.
지진 강도(intensity)는 어떤 한 지점의 지진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정된 메르칼리 등급(Mercalli scale)으로 표시하고 진앙지로부터 멀
어짐에 따라 약해진다(MSK 및 EMS̀-̀98 등급은 메르칼리 등급과 유사
하나 더 자세하다). 
지진피해는 대개 지반의 최고 가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최고 속도, 
주파수, 지속시간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지속시간은 규모 5 정도면 10초 미만이고 8 정도면 40초 정도이다. 진
앙지에서 멀어질수록 길어진다.

메르칼리 지진 강도(및 최고 가속도)

I
II
III
IV
V
VI

못 느낌
가만히 있는 경우 느낌
실내에서 느낌
창문이 덜컥덜컥 움직임(〈`0.02g)
야외에서 느껴짐
두려운 정도

VII
VIII
IX
X
XI
XII

벽돌 담장 피해받음(~0.1g)
콘크리트 담장 피해
건물 기초의 피해
건물 붕괴됨(̀〉`0.6g)
기차 선로 휘어짐
전체적으로 모두 파괴됨

지진파의 종류
P파와 S파는 작지만 지구 내부를 빠른 속도로 관통하는 지진파이다. 여기로부터 러
브파(Love wave)와 레일리파(Rayleigh wave)가 나오는데, 더 거대하고 느리지만 
파괴력이 강한 표면파이다.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 때문에 지진계 상에서 시간 지연이 나타나는데, 약 9km/s
의 지연 차이를 이용, 진앙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지진의 예측
대부분의 지진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나타나며, 90%가 섭입대에서 
발생한다. 
지각판 내부에 놓인 단층에서도 지진이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강도 5의 
지진이, 미시시피 계곡에서는 1811년에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화
산 밑을 흐르는 마그마의 흐름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단
층은 부드럽게 미끄러지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시에네가 양조장
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의해 기초가 1년에 15mm씩 이동하지만 지진
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지진의 예측 :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많이 줄어들고 지진 후 구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선호되고 있다. 지진 발생 전에 부수적으로 발생
하는 지반변형 현상으로는 사전진동, 융기, 팽창, 가스 분출, 지하수 변
화, 탄성파 속도 증가 등이 있으나 계측에 따르면 일정한 변화 패턴을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최근 활동이 없는 단층의 흔
적을 찾을 수 있는데,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
능성이 있다.
지진의 제어 : 물의 압력이 증가하면 전단 강도는 
감소하게 되어 변형 에너지의 누적이 많이 일어
나기 전에 단층을 움직일 수 있다. 깊은 시추공
을 통해 물을 공급하여 미성숙한 작은 규모의 지
진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 문
제 때문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지진 : 1970년 중국 탕산 지진(M7.5)으로 인해 
6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신규 건축법규가 도입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2008년 스촨 지진
(M7.9) 때 사망자 7만 명 가운데 다수는 콘크리트로 부
실하게 지어진 신축 학교가 붕괴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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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진 발생 분포
매년 진도 7의 지진이 20회 정도 발생하는 지역과 또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1,500번 정도 발생하는 지역을 표시함.

지진 규모, 강도, 피해 정도의 대략적 관계

상대적 에너지량 리히터 규모 사례 최대 강도 진앙지에서 피해 정도 영향 범위

1
30

1,000
30,000
1M
30M

1~3
4
5

6
7
8
9

2008년 마켓 라센(영국) M4.8
1979년 샌프란시스코 M5.7

2003년 밤(Bam)(이란)  M6.6
2005년 카슈미르(파키스탄) M7.6
1906년 샌프란시스코 M7.8
2004년 아체(수마트라) M9.1

Ⅰ~Ⅳ
Ⅵ
Ⅶ

Ⅸ
Ⅹ
ⅩII
ⅩII

사회적 동요, 피해 없음
경미한 피해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피해 거의 없음 
벽돌집은 심한 피해받음
많은 집이 심한 피해받음
대부분 건물이 큰 피해받음
거의 전부 파괴됨
완전 파괴됨(아체 쓰나미)

제한적
제한적(영국에서 큰 지진 발생)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지진 발생
1 0km 거리까지 강도Ⅵ의 경미한 피해
10km 거리까지 강도Ⅶ의 피해 
50km 거리까지 강도Ⅶ의 피해
200km 거리까지 강도Ⅶ의 피해
2 0km 거리까지 강도Ⅹ의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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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지대에서 건설 계획
수평 방향 가속도가 0.1g일 때 벽돌이나 돌로 쌓은 담장은 무너진다. 하
지만 통나무로 잘 만들어진 낮은 건물은 지진이 심해도 견딜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능면체형 파괴를 막기 위해 버팀대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 커다란 전단 보강용 벽을 설치하거나 대각선 형태의 철재를 
만들어 준다.
기둥, 보(beam), 벽체, 슬래브가 교차하는 곳은 보강용 강철봉(rebar)
으로 보강을 해야 한다.
말뚝 캡(pile cap)의 파괴는 연결보나 건물구조 하부를 서로 연결함으로
써 막을 수 있다.
고무 스프링 블록을 이용하면 건물이나 다리를 분리시킬 수 있다. 강철 
스프링은 전달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전조치를 취하면 공사 경비가 5~10% 정도 증가한다. 하지만 나중에 
조치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떨어질 수 있는 장식용 자재를 부착하지 않는다.
지역을 구분하여, 연약지반이 깊게 발달한 지역, 단층선이 알려진 곳 등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완신세의 흙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최근에 활동한 단층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활성단층으로부터 15m 이내
에는 못 짓게 되어 있다. 더 큰 건물을 지을 경우, 단층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그 범위를 넓힌다.

토사 심도가 깊은 지역에서의 지진
연한 토사는 지반의 진동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시킨
다. 연약한 토사 위에 지어진 건물은 암반 위에 지은 건물보다 더 큰 지
진피해를 입는다.
암반층에서 토사층으로 통과할 때 진폭이 2배가 될 수도 있다. 
주 충격파의 자연적 주기 역시 커지는데, 암반에서 0.3초임에 반해 토
사층에서는 1~4초 정도가 된다. 토사 심도가 깊을수록,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주기는 길어진다.
건물의 자연적 주기는 대략 N/10초이다(N은 건물 층수). 건물의 진동 
주기와 토양의 진동 주기가 일치하여 공진하는 경우 그 피해는 최대가 
된다.
연약한 토사층이 깊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주기가 긴데, 이때 고층빌딩
의 주기와 일치하게 되어, 1985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처럼 최악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근 암반과 비교할 때, 연약한 토사층에서의 피해는 강도가 1~3 정도 
더 크게 나타난다. 

지진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2차 현상
밀도가 낮은 모래층의 액상화 현상으로 인한 지반 침하.
다양한 규모와 속도로 나타나는 사면 붕괴 및 산사태.
쓰나미 - 지진성 해파(17장).
세이시(Seiche) - 호수에서 나타나는 진동파. 

화산의 폭발
현무암성 화산은 발산형 지각판 경계(예 : 아이슬란드) 혹은 판의 경계부로부터 멀리 떨
어져 영향이 적은 지점(예 : 하와이)에서 나타나는데, 맨틀 기둥으로부터 마그마가 생성
되는 곳이다. 조용하게 분출되면서 거대한 용암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때 제한된 분
출 혹은 폭발만이 일어난다. 
이런 화산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때때로 구조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존
재이기도 하지만 생활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뿐이다.

용암의 흐름
정상부 분화구

용암
순상화산

낮고 완만한 단면

다른 분출구를 통해 생성된 
분석구(噴石丘, cinder cone)

화산 분출의 예측은 대개 화산 팽창(융기)과 지진파 관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무암
의 반복적 분출을 훌륭하게 예고해 왔다. 분출의 규모나 크기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하며, 정확히 언제 발생할지, 화산 지역 중 어느 화도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다.

폭발성 화산은 섭입대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때 지각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
난다(예 : 크라카토아, 세인트헬렌스 산). 점성이 높은 안산암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가스 압력을 증가시킨다. 폭발 시 화산재 구름이 높게 생성되며 격렬한 폭발과 매우 위
험한 화산쇄설물(뜨거운 가스와 재)을 내뿜는데, 이것은 화산이류(lahar, 이토의 흐름)
로 변해 계곡 아래로 이동한다. 용암이 흐르는 것은 잠깐 나타날 뿐이며 규모는 작다. 
산허리 부분의 붕괴로 인해 거대한 측방향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성 분출
은 위험하며 예측이 어렵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피해야 한다. 

세계 화산 분포
세계에는 5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이 화산들 중 50개 이상에서 분출이 발생한다. 

현무암성 화산 폭발성 화산

중심부 폭발

용암

화산재 구름

공중에서 떨어지는 
화산재 화산쇄설물의 

이동

화산이류성층화산 
경사가 급한 원추형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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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질공학의 기초

영국은 단일한 지질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만큼 국토가 좁은 편이다. 단
일지질사로 본다면 영국 전체를 암석연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일
부 예외를 제외하면, 오래된 암석이 젊은 암석에 비해 더 강하고, 더 변형
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질
학적인 다양성이 엄청나며, 암석 내에 모든 지질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지구조 체계는 연속적인 2개의 수렴지각판 및 이후의 발산경계
부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대륙지각 파편을 서서히 식혀 유럽의 
지질조건이 복잡하게 되었고, 이후 대서양이 열리고 서쪽 부분이 탈피
되었으며, 북해 지각이 인장 상태로 얇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
해 영국 전체의 지반조건에 대조적인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북서쪽의 오래된 암석들
• 4억 년 된 수렴지각판에서 엄청난 두께의 암반이 구겨지게 되었다.
• 그 이후 육지는 침식되었다.
• 현재 강한 변성암으로 존재하며, 습곡작용이 강하게 일어났다.
• 지반의 지지력이 높은 편이다.
• 유용한 석재와 골재자원이 되고 있다.

남동쪽의 젊은 암석들
• 2억 년 이내의 북해 분지가 침강하는 경계 부분에서 얇은 퇴적 층연
속체가 형성되었다.
• 2,500만 년 전까지는 대부분이 바다로 덮여 있었다.
• 현재 약한 퇴적암으로 존재하며, 습곡작용이 약하게 일어났다.
• 낮은 건물의 기초 정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 골재자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부지대의 석탄기 암석들
• 두 지각판 경계부의 교란지대 사이에 있는 판의 쐐기 부분 위에 두꺼
운 퇴적 층연속체가 형성되었다.
• 영국 산업 심장부의 협탄층을 포함한다. 이는 적도의 삼각주에서 형
성되었다.
• 현재 강한 퇴적암으로 존재하며, 습곡이 잘 발달하였다.
• 지반조건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 모든 종류의 석재자원으로 유용하다.

영국의 지질학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각판의 지질 과정 및 
퇴적환경의 변화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북부 잉글랜드의 서쪽으로 연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로 석탄기 및 더 오래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에서는 이 암석
들을 덮고 있는 안트림(Antrim) 현무암 고원이 형성되어 있다.

11  영국의 암석

영국의 지질 변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이아
피투
스 
해

신생

암석
들

대
서
양

대
서
양

북유럽 북유럽

북유럽

남유럽
유럽

유럽
유럽

아프리카

고생대 하부
500

칼레도니아
400

석탄기
330

헤르시니아
280

중생대
150

알프스 조산운동
40

삼각주 사막 바다

바다

지질연대(단위 : 백만 년)
섬

습곡지대 
산악지대

깊은 해양
얕은 바다

지각판 경계
지각판의 이동

강
화산

육지

위의 지도는 영국을 지질환경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대체로 지질연대에 따른 것이지만 
지반공학자들의 주관심사인 암종과 지질구조에 따라 주로 구분한 것이다. 탄전지대로 표
시된 곳은 페름기 지층과 트라이아스기 지층으로 덮여 있는 곳을 포함하고 있다.

제3기

백악기 쥐라기

페름기-̀`트라이아스기

탄전지대

석탄기 데본기
고생대 하부
선캄브리아기 상부

선캄브리아기 하부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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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요 암석 단위 구조작용 및 환경

제4기 
미고결 모래 및 점토, 충적토 및 빙력토. 오늘날의 해안선, 빙하기의 낮은 해수면 상태에서 유럽과 육지가교. 

제3기
런던과 햄프셔 분지의 무른 퇴적물.
덜 고결된 모래, 점토, 200m 두께의 런던 점토 포함. 
스코틀랜드 서부의 현무암 용암, 화산 중심부 및 관입암류도 포함.

모든 암석에서 알프스 조산운동으로 인한 약한 습곡작용 일어남.
북해의 만에서 삼각주 퇴적물.
대서양 발산대의 화산.
융기에 의해 지금과 거의 유사한 육지 형성.

쥐라기 및 백악기
남부 및 동부 잉글랜드 대부분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약한 퇴적암.
200m 두께의 백악, 다운 및 칠턴 지역을 형성하는 무른 석회암 및 플린트 수평층.
윌드 및 미들랜드의 점토암과 사암, 펜랜즈 하부의 옥스퍼드 점토, 불안정한 골트 점
토, 남부의 포틀랜드 석회암 등을 포함.

미들랜드 및 북부 요크셔 황야에 있는 사암 및 함철석 포함. 코츠월드에서 링컨 산등
성이에 걸쳐 있는 어란성 석회암(울라이트) 포함. 미들랜드 저지대의 얇은 석회암층
에 나타나는 리아스세의 청회색 점토 포함.

잉글랜드에 걸친 얕은 바다에서 얇은 퇴적물 누적.
바다에서 대륙붕이 형성되고 침강하는 북해 분지의 끝부분 경계부가 됨.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퇴적작용 없이 섬으로 형성.
대서양이 열리기 시작.
바다 하부에서는 침강.

페름기 및 트라이아스기
미들랜드 저지대의 적색 사암 및 이암.
암염층, 석고층을 동반한 적색 이암. 메르시아 이암 포함.
역암을 동반한 황색 및 적색 사암. 셔우드 사암 포함.
페나인 동부의 마그네시안 석회암-̀`불순물이 포함된 사질성 또는 돌로마이트 석회암.
광화작용을 수반한 데본과 콘월의 화강암.

사막 퇴적물이 누적되어 기복이 적은 지대에서는 염분 증발호수(플라야)가 형성되고, 
산악 근처에서는 충적 선상지 형성됨.

동쪽으로부터 바다 유입.
조산 핵으로부터의 마그마.
헤르시니아 조산기 습곡작용에는 페나인의 배사구조와 석탄분지가 포함되며, 남쪽 방
향 경계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변성작용 동반.

판 경계지대에서의 교란작용.
침하하는 삼각주 평지에 간헐적으로 습지 삼림 형성.
북쪽으로부터 팽창하는 커다란 삼각주.
얕은 대륙붕 바다와 분지.
남쪽의 수렴판 경계.
해양 섭입대에서의 퇴적물.

석탄기
북부 잉글랜드, 남부 웨일스, 스코틀랜드 중앙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강한 퇴적암으로 
모든 석탄산업지대 포함.

클라이드 계곡 현무암 용암, 에든버러 화산암, 페나인의 윈 실 조립현무암.
협탄층-̀̀사암, 실트암, 이암, 어두운 셰일, 얇은 탄층(최대 2m 두께) 등이 2,000m 두께
로 반복 연속층을 형성.

밀스톤 각사암통-̀`사암(각사암), 판석을 동반한 셰일과 교대층을 이룸.
석회암-̀`페나인 남부, 웨일스, 멘딥스 지역 등에서 처트를 동반한 괴상 석회암. 잉글랜
드 북부 및 스코틀랜드 지역의 불순물을 포함한 석회암과 셰일이 얇은 층리구조로 
형성됨.

콘월과 데본의 점판암과 각사암.

데본기
콘월 및 데본 지방의 점판암, 각사암, 석회암. 남부 해양의 해안 퇴적물.

신생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사막분지의 적색층.
조산 핵에서 용융.
모든 오래된 암석들에서 강한 변성작용.
판 충돌부에서 칼레도니아 습곡작용.
국지적 화산암 지대를 동반한 수렴판 경계 아래에서 이아페투스 해양판의 섭입.
북서쪽 경계부가 더 활동적.

고생대 하부
웨일스의 산악지대, 레이크 디스트릭트, 남부의 업랜즈 등에서 12km 두께로 경사암과 
점판암이 반복됨. 페스티니오그 점판암, 웬록 석회암, 유문암 및 스노든의 안산암 
용암 및 응회암과 보로데일 화산암 등이 포함됨. 

스코틀랜드 하이랜즈 남부의 달라디안 편암, 편마암, 대리석과 편마암.

선캄브리아기
스코틀랜드 하이랜즈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모인(Moine) 편암과 편마암.
스코틀랜드 북서부의 토리도니안 사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묻혀 있는 기반으로 일부 작은 내좌층으로만 노출됨. 찬우드, 버
밍엄, 롱 마인드, 앵글시 등이 포함됨.
스코틀랜드 북서부 및 아우터헤브리디스의 루이지안 편마암 기반.

활동성 수렴판 경계부.
대륙 블록에 퇴적된 모래.
오래된 대륙 블록으로 현재 남동쪽 블록은 대부분 파묻혀 있으며, 북서쪽 블록의  
파편은 노출됨.

이 도표는 시간 진행이 아래에서 위로 되어 있다. 암석의 층서는 위쪽이 더 젊은 층으로 되어 있다. 

서쪽 동쪽

앵글시

스노도니아

체셔 평야

페나인 배사구조

노팅엄 탄전지대 와시

선캄브리아 기반

앵글리아 동부

북해 가스전

검색표는 맞은편의 지도 참조화강암 핵 (북부 페나인 하부)

링컨 산마루

고생대 기반

앵글시로부터 북해에 이르기까지 영국 전체를 가로지르는 단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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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질공학의 기초

미국은 대륙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지질환경이 전부 나타
나고 있다. 영국과는 달리 간단하게 지질연대별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 지각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른 쪽에서
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체에 걸친 지반조건을 지질연대만으로 서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다. 전체적으로는 동부의 퇴적암은 약하고 습곡작용은 거의 없는 데 비
해, 서부의 화강암, 변성암은 훨씬 젊은 암석들이다. 
개별 특성과 지질역사에 따라 이웃 영역의 암석 형태와 지질구조가 구분
되도록 미국 전체를 몇 개의 지질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코스트 산맥(Coast Ranges)
서해안의 활동성 지각판 경계를 따라 복합적인 암석 통들로 구성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습곡작용을 많이 받은 중생대 및 제3기 프란
시스칸 경사암과 편암에는 1849년 골드러시를 이룬 금광화대가 있는 
시에라 네바다 인근 부분이 포함되고 있다. 
단층지대는 매우 활동성이 강한 샌안드레아스 단층대를 포함하고 있으
며 지진을 동반하고 있고 더 남쪽으로는 산지가 몇 개의 단층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더 오래된 산악지대 사이로 분지
들이 5km에까지 이르는 제3기 퇴적층에 석유가 부존되어 있다. 페닌
슐라 산지는 변성암을 관입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북쪽으로는 고생대 퇴적암, 변성암, 화강암 단층 조각들로 이루어진 
클래머스 산악지대가 있다. 이후 오리건 해안을 따라 제3기 현무암이 
생성되고, 제3기 화강암과 편암이 올림픽 산맥을 형성하였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of California)
12km 두께의 중생대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단층 분지지대이다. 지표면
은 400m에까지 이르는 덜 고결되어 광범위한 지반 침하를 일으키는 
제4기 모래, 실트,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미 대륙은 선캄브리아기의 강한 기반암이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 캐나다의 로렌시
아 순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평원 하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얕은 바다가 기반
암 핵 위로 지날 때 얇은 퇴적암층으로 형성된 중앙 저지대의 하부를 구성하고 있기
도 하다. 
두꺼운 퇴적물 층연속체는 지각판 경계부에서 구부러지고 변성되어 중심핵 양쪽 주
변에서 용결되었다. 즉 동쪽으로는 더 오래된 애팔래치아, 서쪽으로는 더 젊은 로키 
및 코르디예라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의 활동성 지각판 경계부에서는 대륙판이 동 
태평양 융기지의 상승하는 대류성 기둥을 비스듬히 올라타게 되고, 분지와 산지 지
역에 인장력을 발생시키며, 화산 활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질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버렸다. 

캐스케이즈(Cascades)
수렴판 경계부의 활동성 섭입대 위로 제3기 및 현재의 화산들이 연결되
어 분포하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큰 폭발이 일어났던 래슨, 세인트헬
렌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두꺼운 화성쇄설암 및 
일부 현무암과 함께 주로 안산암, 유문암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컬럼비아 고원(Columbia Plateau)
홍수처럼 수평 방향으로 광역적으로 퍼져 나간 제3기 현무암이 주로 나
타나는 화산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더 젊은 스네이크 강의 홍적세 현무
암을 포함한다. 더 변화가 심한 화산쇄설물 및 지열 활동이 계속되고 있
는 옐로스톤 화산 중심부의 용암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이다호 저반(Idaho Batholith)
강하고 괴상인 백악기 화강암으로 로키 산맥의 가장 큰 저반을 이루고 
있다.

시에라네바다(Sierra Nevada)
백악기의 괴상인 강한 화강암 저반으로 높은 지대의 대부분에서 빙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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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근본적으로 코르디예라 서부의 모든 지질 단위와 지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습곡이 
발달한 고생대의 암석, 더 오래된 변성암류, 더 젊은 관입암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산들이 두꺼운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분지를 분리시키고 있다. 해안 산지는 활동성 
화산과 단층(지진 발생시킴) 및 더 젊은 변성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하와이 지역
맨틀의 열점 위로 북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태평양 지각판에서 해양 바닥 화산으로 
형성된 거대한 섬들이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며 일
부 응회암과 충적층, 산호석회암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화와이섬의 화산만 활동
성이다.

로렌시아 순상지(Laurentian Shield)
캐나다 동부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노출된 선캄브리아기 기반의 
남부 일부에 해당한다. 녹암, 점판암, 경사암, 편마암, 화강암 등을 홍적
세 빙력토가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복합체로 만들어진, 변형을 받은 강
한 암석이다. 사우스다코다의 노출된 내좌층 및 뉴욕의 애디론댁 산맥
도 이에 속한다.

대평원(Great Plains)
선캄브리아기 기반 상부에 평탄하게 놓인 중생대 및 제3기 암석들로 구
성되어 있다. 주로 셰일과 약한 사암으로 구성되고, 일부 석탄분지와 국
지적인 화산암도 발견된다. 배드랜즈의 점토와 에드워즈 고원의 백악
기 석회암도 이에 속한다. 남부와 중앙부에는 홍적세 모래, 점토, 황토
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북부는 빙력토로 구성되어 있다.

로키 산맥(Rocky Mountains)
코르디예라의 오래된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선캄브리아 및 고생대의 
변성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암석으로 편마암, 편암, 
녹암,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개 습곡작용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더 젊은 다양한 관입암과 화산암도 나타나고 있다. 와이오밍의 분지에
서는 두꺼운 제3기 퇴적암과 석탄, 오일셰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분지 및 산지(Basin and Range)
지각의 동서 방향 인장에 의해 부서진 단층블록으로 구성된 넓은 지역
이다. 선캄브리아기로부터 중생대에 이르는 것으로, 단층 윗방향으로 
움직인 강한 화강암 및 변성암 산지, 과달루페 산맥의 페름기 석회암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층 아래 방향으로 움직인 분지는 제3기, 제4기
의 쇄설성 퇴적물 외에 그레이트 분지, 데스 밸리, 기타 지역 등의 암염 
층연속체, 단층대를 따라 형성된 일부 화산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콜로라도 고원(Colorado Plateau)
그랜드캐니언에 노출된 편암 기반 위를 편평하게 덮고 있는 석탄기로
부터 제3기에 이르는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니언랜즈와 국립공
원에 있는 붉은색의 강한 사암, 브라이스 캐니언의 무른 석회암, 분산되
어 있는 현무암 화산암, 일부 얕은 석탄 분지 등도 이에 속한다. 

애팔래치아 고원(Appalachian Plateau)
주로 고생대 상부의 강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

사각이 낮거나 보통 정도 되는 습곡작용이 약하게 발달되어 있다. 펜실
베이니아 협탄층의 유용한 탄층은 뉴욕 주를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채
탄되었다.

계곡과 산마루(Valley and Ridge)
강한 습곡작용이 일어난 고생대의 암석이 18km 두께의 층연속체로 이
루어져 있다. 강한 사암과 석회암에 길게 형성된 단애 산마루에 의해 더 
무른 셰일과 협탄층 암석에 형성된 평행한 계곡이 분리되고 있다. 

애팔래치아 블루 리지(Appalachian Blue Ridge)
변성도가 높은 선캄브리아기 기반암이 더 젊은 암석을 서쪽으로 오버
스러스트하고 있다. 주로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셰넌도어 산맥
의 두꺼운 녹암, 그레이트 스모키의 강한 변성 사암 등도 이에 속한다. 
뉴욕 북부의 편마암 연장체도 포함되며, 버몬트에까지 이른다.

산록(Piedmont)
애팔래치아 산맥의 동쪽 산측면 및 하부 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변형이 심한 고생대 점판암과 경사암 및 캐롤라이나의 화강암 관입체
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변성을 많이 받은 암석으로는 맨해튼 편마암 및 
더 넓게 퍼져 있는 편암지대 등이 있다. 뉴잉글랜드의 변성작용을 덜 받
은 암석들과 다수의 화강암도 포함된다. 홍적세의 퇴적물과 빙력토는 
케이프 코드와 롱 아일랜드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블랙 힐스(Black Hills)
러시모어 산의 화강암에 의해 관입된 편암 중심부를 둘러싼 미시시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배사 내좌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부 저지대(Central Lowlands)
고생대 퇴적암이 넓은 분지와 돔으로 약하게 습곡되어 있다. 오자크의 
석회암은 가장 큰 돔을 형성하고 있고,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중심체
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광상이 형성되어 있다. 더 동쪽으로는 강
한 미시시피 석회암이 대규모의 고원을 형성하고 있다. 주로 셰일, 미사
암, 강한 사암 등으로 이루어진 펜실베이니아 협탄층은 오자크 서쪽 석
탄 분지에서는 두께 5km에까지 이르러 일리노이를 가로지르고 미시간
에서도 나타난다. 북쪽에서는 홍적세 빙력토가 대규모로 피복하고 있
고, 남서쪽에는 황토가 피복하고 있다.

해안 평지(Coastal Plain)
덜 고결된 제3기 쇄설성 퇴적물에서는 단단한 암석자원을 구할 수가 없
다. 대규모의 무른 점토암, 일부에 넓게 분포한 토탄, 플로리다의 대부
분을 이루고 있는 제3기 석회암 등에서는 지반 침하 문제가 널리 나타
나고 있다. 중생대 퇴적암은 애팔래치아 산맥 경계부를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제3기 피복층 하부를 따라 해안 방향으로 갈수록 더 두꺼워진
다. 멕시코 만 아래의 두께 6km에 이르는 퇴적물에는 암염돔, 대규모 
유전이 존재하며, 텍사스의 갈탄(갈색 석탄)도 대규모로 존재한다. 더 
젊은 삼각주 모래, 점토, 토탄이 미시시피 분지를 채우고 있다.

서쪽 동쪽

해안 산지

시에라네바다

분지와 산지 콜로라도 고원

로키 산맥

대평원
오자크 일리노이 

석탄 분지
애팔래치아 산맥

대서양

태평양 바닥의 
섭입

맨틀 상승 지역 
위의 인장지대

중생대
수렴작용

로렌시아 순상지의 남부 확장대 위로 얇게 덮고 있는 퇴적암 고생대 
수렴작용

중생대의 
열림작용

지각판의 올라타기
지각판의 이동 검색표는 맞은편의 지도 참조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지질의 대축척 단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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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의 작용

흙 하부에 놓여 있었던 화강암의 구상풍화(캘리포니아)

건열을 따라 결정이 형성된 건조 소금 평지(볼리비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발생한 홍수 피해(뉴올리언스)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르한 사구(이집트)

강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돌망태 공법(스코틀랜드)

나이아가라 폭포를 형성시킨 폭포의 퇴각작용이 협곡의 상부에서 나타남

해안 아치가 붕괴되어 남겨진 고암(캘리포니아)

동결된 호수 주위에 빙하의 퇴각에 따라 남겨진 빙퇴석(네팔) 요크 전체에 걸친 활동성 범람원 지대에 있는 주택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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