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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댐 주변의 천부 P파 및 S파 속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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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surface P- and S-wave Velocity Structures in the Vicinity of the Cheongcheon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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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높이 23 m인 보령시 청천댐 상부와 인근에서 5 kg 해머를 이용하여 소규모 굴절법 및 표면파 탐사를 실시하였

다. 인공 지진파의 수직 및 수평성분을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및 레일리파 분산곡선 역산을 통하여 천부 P파속도(vp)와 S

파속도(vs) 구조를 파악하였다. 중생대 퇴적암질 기반암의 평균 vp와 vs는 댐마루 30 m 깊이에서 각각 1650 m/s와 950

m/s, 하류쪽 댐체 끝 지점 10 m 깊이에서 각각 1650 m/s와 940 m/s로 분석된다. 이 층들의 동포아송비는 0.24 ~ 0.25의

범위로, 고화된 퇴적층의 값과 일치한다. 댐체로부터 152 m 하류지점의 깊이 45 m 시추공 부근에서의 SH파 굴절법 토

모그램은 10 ~ 12 m 깊이에 평균 vs가 870 m/s인 임계굴절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는 덮개층의 vp와 vs가

각각 500 m/s와 200 m/s인 상부층과 깊이에 따라 속도가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는 하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어: 청천댐, 주시 토모그래피, 표면파 분산, 동포아송비

Abstract: On and near the 23-m high earthen Cheongcheon dam in Boryeong City, Korea, short seismic refraction and

surface-wave profiles were conducted using a 5-kg sledgehammer. From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the seismic

waves, near-surface P-wave velocities (vp) and S-wave velocities (vs) were derived by inverting first-arrival refraction times

and dispersion curves of Rayleigh waves. Average vp and vs for the Jurassic sedimentary basement were determined to

be 1650 and 950 m/s at a depth of 30 m directly beneath the dam and 1650 m/s and 940 m/s at a depth of 10 m at

the toe of the dam, respectively. The dynamic Poisson’s ratio for these strata were therefore in the range of 0.24 to

0.25, which is consistent with ratios for consolidated sedimentary strata. Near a 45-m borehole 152 m downstream from

the dam crest, an SH tomogram indicates a refraction boundary with an average vs of 870 m/s at depths of 10 ~ 12 m.

At this site, the overburden comprises the upper layer with relatively constant vp and vs around 500 and 200 m/s,

respectively, and the lower layer in which both vp and vs increase with depth almost linearly. The dynamic Poisson’s

ratios for the overburden were in the range of 0.30 to 0.43.

Keywords: Cheongcheon dam, travel-time tomography, surface-wave dispersion, dynamic Poisson’s ratio

서 론

댐체 및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지구물리학적 조사는 주로

댐체의 누수부위 탐지 및 지진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댐체의 누수현상을 탐지하기

위해서 주로 전기비저항 탐사가 사용되어 왔으나(Jung et al.,

1992; Lee et al., 2000; Song et al., 2000, 2001; Park et al.,

2002), 이 방법은 함수비가 높은 중심점토에 의한 저비저항대

가 형성되어 있는 댐체 중심부의 누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Park et al., 2005).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에는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crosshole resistivity

tomography)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Yi et al., 2003), 시추공

케이싱에 의한 영향과 비용문제 극복을 위하여 지표면 교차측

선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crossline resistivity tomography)를

적용하기도 한다(Cho et al., 2007). 

댐체에서의 탄성파 탐사 방법은 굴절파 초동주시 토모그래

피와 표면파 분산곡선 역산을 이용한 댐체의 누수부위 탐지

(Kim et al., 2011)와 지진발생 시 댐의 거동을 근사적으로 예

측하기 위한 댐의 고유주기 산정(Ha, 2011) 등에 사용되고 있

다. 굴절된 P파와 표면파 분산곡선 역산으로 구한 S파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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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비파괴적으로 구하는 동포아송비는 암석의 특성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Nations, 1974;

Miller and Stewart, 1990) 누수부위 탐지에 효과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댐체의 고유주기는 지진 계측자료 분석

에 의한 방법, 강제 진동 실험에 의한 방법, 상시미동 측정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Ohmachi et al., 1994).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청천댐을 대상으로

지진 등에 의해 댐체 및 그 주변에 가해지는 지진동 증폭 정

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댐체 및 하부 지층의 속도 분포를

산출함에 있다(Fig. 1). 이를 위해 댐마루, 댐기초, 하류의 시추

공 지진계 설치 지점 부근에서 SH파 및 P파 굴절법과 표면파

분산곡선 역산을 이용하여 천부 지층속도 구조를 파악하였다.

배경이론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초동주시 토모그래피는 Radon (1917)이 처음 제시한 토모

그래피 방법을 Hampson and Russell (1984)이 주시역산에 적

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미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

례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원리를 설명한다. 초

동주시 ti는 파선경로를 따르는 역속도(slowness)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j번째 셀에서 역속도 sj ( j = 1, 2, ..., N)를

갖는 N개의 셀로 구성된 모델의 번째 파선의 주시는,

(1)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lij는 j번째 쎌을 지나는 i번째

파선의 길이를 나타낸다. 

굴절파는 속도분포에 따라 파선방향이 변하므로, 비선형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선형문제는 순차모델링과 선형

역산 과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실제값에 접근하는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역속도는

(2)

로 표시된다. 즉, 다음번 역산 모델의 초기값(sk+1)은 현재 모델

값(sk)에 증분치(Δsk)를 더해준 값이 된다.

주어진 셀을 통과하는 파선에 대한 증분치는 이를 개별적으

로 계산하고 보정하는 ART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

que) 방법과 주어진 셀을 통과하는 모든 파선에 대한 증분치

를 동시에 계산하여 동시에 보정하는 SIRT (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Kim et al., 2002; Deuker et al., 1993). 이 연구에서는 역산

과정 시 시간과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SIRT 방법을 사용하

였다. SIRT 방법의 경우 j번째 셀에서의 증분치(Δsj)는

 (3)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Δti는 j번째 셀에서 i번째 파선의

측정치와 계산치의 주시차이, Li는 i번째 파선의 총 길이,

는 i번째 파선의 측정된 총 주시이다. 이렇게 구한 증분치

를 이용하여 각 셀들의 역속도를 수정하고 수정된 모델의 주

시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셀의 역속도를 보정하는 과정을 반

복한다.

다중채널 표면파 분석법(MASW)

푸리에 변환을 이용해 거리가 Δx만큼 떨어진 두 수신점에

기록된 파형 f (t), g(t)의 위상차이는 주파수영역에서

 (4)

로 표시되며, 이를 이용하여 표면파의 위상속도 c(ω)를 계산

하면,

 (5)

로 나타낼 수 있다.

채널수가 많은 경우, 주어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상속도는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이동 및 중합(phase shift and stack) 방

법으로 구할 수 있다(Park et al., 1999). 이 방법을 통해

f (x,t)의 2차원 자료를 푸리에 변환하여 F(x,ω)를 구하고, 위상

이동 및 중합 과정을 거치면

ti =  
j 1=

N

∑ sjlij

sk 1+  = sk + Δsk

Δsj

 
j 1=

N

∑ Δti
tij

Ti

c
-----⎝ ⎠

⎛ ⎞

 
j 1=

N

∑ lij

-------------------------≈

Ti

c

Δφ ω( ) = φf ω( ) φg ω( )–

c ω( ) = 
ω Δx⋅

Δφ ω( ) 2nπ+
-----------------------------

Fig. 1. Aerial photograph of the Chengcheon dam in Boryeong

City, Korea showing locations of seismic profiles (solid lines) and

broadband seismic stations (solid circles) on the dam crest (C), 55

m downstream at the toe of the dam (T), and 152 m downstream

from the dam crest at the bottom of a 45 m deep borehole (B).

Locations of three boreholes (BH-1, BH-2, and BH-3) are also

indicated. The inset map shows the study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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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와 같은 위상속도 스펙트럼 F(c,ω)를 구할 수 있다.

층상 구조에서의 레일리파 위상속도는 Thomson-Haskell 방

법(Thomson, 1950; Haskell, 1953)으로 구할 수 있다. 총 N개

층으로 구성된 구조에서의 위상속도는 각 층의 S파 속도 vsi,

P파 속도 vpi, 밀도 ρi, 두께 hi의 함수로

 (7)

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측정된 위상속도 와 계산된 위상

속도 의 차 Δci는 근사식을 이용하면 1차원 편미분 방정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각 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고정하고

종파속도와 밀도를 각각 Kitsunezake et al. (1990)와 Ludwig

et al. (1970)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횡파속도의 함수로 가정하

였다. 따라서 측정된 위상속도 와 계산된 위상속도 의 차

Δci는

(8)

이 되며, 일반적으로 감쇠최소자승법(Marquart, 1963)으로 식

(8)의 해를 구하게 된다.

동포아송비

포아송비는 x축과 y축의 변형률의 비로 나타내며, 이론적으

로 0에서 0.5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포아송 조건을 만족시키는

암석은 0.25의 값을 갖는다. 등방성 매질의 경우 포아송비는

vp와 vs의 함수인 동포아송비,

(9)

이 되며, 비파괴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

정 혹은 계산한 vp와 vs값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료획득

2012년 10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청천댐 부근에 지

진계가 설치된 댐의 마루(C), 기초(T), 시추공(B) 부근에서 SH

파 및 P파 굴절법과 표면파 탐사를 실시하였다(Fig. 1). 마루

에서는 댐의 서쪽 끝으로부터 115 m 지점부터 184 m 지점 사

이 길이 69 m의 동일 측선을 따라 SH파 및 P파 굴절법과 표

면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SH파 굴절법 탐사 수행시 지면에 수

평이며, 운동축이 측선에 수직이 되도록 8 Hz 수평지오폰 24

개를 3 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Hampson and Russel, 1984) 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타

격점은 측선의 중앙점, 1/4점, 3/4점, 양단, 양단에서 15 m 떨

어진 지점 등 평균 16.5 m 간격의 모두 7 곳에서 실시하였다.

각 타격점에서 40 kg 철재 H-빔의 좌우 측면을 5 kg 해머

로 각각 3회 수평으로 타격하고 중합하여 Marthor 방식

(Layotte, 1983)으로 발생시킨 신호는 동적 기록범위 144 dB를

갖는 24채널 Geode 기록계를 이용하여 샘플링 간격을 0.5 ms

로 2048 ms 동안 기록하였다(Table 1). MASW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Park et al., 1999) 표면파 탐사 방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SH파 굴절법 탐사의 타격점과 동일한

7 군데 타격점에서 5 kg 해머를 지표면에 놓인 16 × 16 × 2.5

cm 알루미늄 받침판에 수직으로 타격하여 탄성파 신호를 발생

시켰다. 발생된 신호는 3 m 간격으로 설치된 4.5 Hz 수직지오

폰 24개로 수신하였고, 기록장비 및 기록에 사용한 현장변수

는 SH파 굴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P파 굴절법은

별도의 자료기록 없이 표면파 탐사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댐기초 부근에서는 댐체 하류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지

진관측소를 중심으로 댐체 하부 배수로에서 약 2 m 평행하게

떨어진 23 m 측선을 따라 마루측선에서 사용한 장비를 동일

하게 사용하여 SH 굴절파 및 표면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F c, ω( ) =  
−∞

+∞

∫ F x ω,( )e
iω

x

c
--

dx

c = c f; vp1, vs1, ρ1, h1,..., vpN, vsN, ρN, hN( )

ci

o

ci

c

ci

o
ci

c

Δci =  
j 1=

N

∑
∂ci

vpj

------
dvpj

dvsj

--------
∂ci

∂vsj

--------
∂ci

∂ρj

-------
dρj

dvsj

--------+ +  Δvsj, i = 1, 2,...., M

σ = 
vp

2
2vs

2
–

2 vp

2
2vs

2
–( )

-----------------------

Table 1. Acquisition parameters.

SH-wave refraction P and Surface waves

SOURCE

− Type 5-kg Sledgehammer 5-kg Sledgehammer

− Plate 40 kg H-beam
16 × 16 × 2.5 cm
 aluminium plate

− Average Spacing

 crest line 16.5 m 16.5 m

 toe line 4.8 m 4.8 m

 borehole line 4 m -

− Vertical Stack 300% 300%

RECEIVER

− Type 8 Hz Geophone 4.5 Hz Geophone

− Spacing

 crest line 3 m 3 m

 toe line 1 m 1 m

 borehole line 4 m -

− Number of Channel

 crest line 24 24

 toe line 24 24

 borehole line 12 -

RECORD

− Recorder Geometrics Geode Geometrics Geode

− Record Length

 crest line 2 s 2 s

 toe line 1 s 1 s

 borehole line 1 s -

− Sampling Interval

 crest line 0.5 ms 0.5 ms

 toe line 0.25 ms 0.25 ms

 borehole line 0.25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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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에서는 기반암까지의 깊이가 마루측선보다 얕은 것으로

예상되어 지오폰 간격을 1 m로 정하였으며, SH파 굴절법 탐

사의 원격 타격점을 양단에서 3 m로 축소하였고, 샘플률과 기

록길이를 0.25 ms와 1024 ms로 선택하였다(Fig. 2(a) and

2(b)).

댐마루에서 152 m 하류에 위치한 시추공 지진계가 있는 지

점에서는, 현장 여건상 양방향 전개가 어려워 시추공을 원점으

로 동북동 방향으로 44 m 측선을 전개하였다. 마루측선이나

기초측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4 m 간

격의 12개 수신점에서 0.25 ms 간격으로 총 1024 ms 동안 자

료를 기록하였다(Fig. 2(c), Table 1).

자료처리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SH파 굴절법 초동주시를 토모그래피 방법으로 해석하기 위

하여, 원시자료를 포맷변환, 타격점 및 수신기 배치정보 입력,

초동선택, 속도 분석, 초기모델 작성, 토모그래피 역산 등의 순

으로 처리하였다(Fig. 3(a)). 수치 형태로 기록된 원시자료를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의 내부포맷으로 변환하였으며, 타격점

및 수신기의 위치를 입력하였다. 초동선택은 처리 결과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므로 양단주시의 일치성 및 주시곡선의 평행성

에 유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주시곡선에서 개략적인 속

도를 분석한 결과, 각 측선에서 겉보기 속도가 100 ~ 1000 m/s

정도의 속도 범위를 보인다(Fig. 4).

표층속도는 주시곡선의 근거리 주시 기울기로부터, 하부층

들의 속도는 양단주시곡선에서 구간별로 구하였다. 이렇게 측

선별로 얻어진 속도범위를 역산 초기모델의 매개변수로 사용

Fig. 2. Raw data recorded in (a) the surface-wave profile on the

crest of the dam, (b) the SH-wave profile at the toe of the dam,

and (c) the SH-waves profile in the vicinity of the downstream

borehole.

Fig. 3. Data processing flow charts for (a) SH- and P-wave

tomography and (b) the MAS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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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초기모델은 깊이에 따라 단순히 속도가 증가한다는 가

정 하에, 마루, 기초, 시추공측선에서 각각 31, 16, 16개의 두

께가 일정한 층 모델을 사용하였다. 속도분석 과정에서 구한

속도로 초기모델을 설정하고, 10번의 반복수행을 거쳐 평균제

곱근 오차가 마루측선에서 1.91 ms, 기초측선에서 2.72 ms, 시

추공측선에서 1.62 ms로 수렴하는 2차원 속도모델을 각각 구

하였다(Figs. 6(b), 6(e), and 6(g)).

P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P파 초동주시 자료는 별도의 자료획득 과정 없이 표면파 탐

사를 위해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SH파 초동주

시 토모그래피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Fig. 3(a)). SH파

초동 주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단주시의 일치성 및 주시곡

선의 평행성에 유념하여 주시곡선을 선택하고 분석한 결과, 걸

보기속도는 마루와 기초 부근의 측선을 따라 400 ~ 1650 m/s

정도의 속도 범위를 보였다(Fig. 4). 이렇게 구한 속도범위를

역산 초기모델에 사용하였다. 초기모델은 마루측선과 기초측

선에서 두께가 일정한 31개와 16개 층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

으며 깊이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모델로 설정하였다. 반복역

산을 10회 수행하여 평균제곱근 오차가 마루측선과 기초측선

에서 각각 4.59 ms, 기초에서 0.41 ms로 수렴하는 2차원 속도

모델을 구하였다(Figs. 6(a) and 6(d)).

MASW 분석법

MASW 분석법은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해석을 위해

Fig. 4. First-arrival travel-time curves for the SH- and P-wave

profiles (a) on the crest and (b) at the toe, and (c) for the SH-wave

profile near the downstream borehole. The SH- and P-wave curves

are indicated by red and black lines, respectively. Blue and green

line segments indicate apparent SH- and P-wave velocities,

respectively. 

Fig. 5. Best-estimate dispersion curves (red solid line)

superimposed on phase velocity spectra from (a) the crest and (b)

the toe of the dam. Solid black lines indicate minimum and

maximum usable wave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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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것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산곡선 작성, 위

상속도 분석, 초기모델 작성, 역산 등의 순으로 자료를 처리하

였다(Fig. 3(b)). 최소 및 최대 수신기 간격이 마루측선과 기초

측선에서 각각 3 m와 69 m, 1 m와 23 m이므로 공간 알리아

싱을 감안할 경우, 적절한 분석대상 파장은 각각 6 ~ 138 m,

2 ~ 46 m가 된다(Park et al., 1999; Rix and Leipski, 1991).

그러나 기초측선의 경우 저주파수 영역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분석대장 파장 범위를 2 ~ 92 m로 선택하였다. 주

파수의 함수로 표시된 속도스펙트럼에서 기울기는 파장을 뜻

하며, 상기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곡선을

작성하였다(Fig. 5).

역산을 위한 초기모델은 하부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모

델로 마루측선과 기초측선에서 각각 150 ~ 750 m/s 속도범위

를 갖는 두께 1 m의 31개와 21개 층으로 각각 구성하였으며,

선형 최소자승법으로 모델 수정과정을 10회 반복 수정하여 평

균제곱근 오차가 각각 18.2 m/s와 33.1 m/s 이하인 vs값을 얻

었다. 위상속도 분산곡선은 각 주파수에서 최대 유사성을 갖는

위상속도를 평활화하여 구하였다. 분산곡선에서 선택한 주파

수와 위상속도의 관계를 역산하여 1차원 속도분포를 구하였으

며, 각 타격점 위치의 1차원 속도구조들을 거리방향으로 보간

하여 vs 단면(Figs. 6(c) and 6(f))을 얻었다.

동포아송비

마루측선에서 P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로 구한 vp와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및 MASW 분석법으로 구한 vs를 식 (9)

에 대입하여 σ를 계산하였다(Figs. 7(a) and 7(b)). 기초측선에

Fig. 6. Two-dimensional vp tomogram, vs tomogram, and/or interpolated image derived by the MASW method (a-c) on the dam crest, (d-f)

at the toe of the dam, and (g) near the downstream borehole. Black curves superimposed on the velocity tomograms indicate ray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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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석 및 토의’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댐체의 영향

으로 표면파 분산곡선이 왜곡되어,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만을 이용하여 σ를 구하였다(Fig.

7(c)).

분석 및 토의

마루측선

마루측선에서는 P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역산 결과(Fig.

6(a)) 및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Fig. 6(b))와 MASW 방법

으로 구한 vs 단면(Fig. 6(c))들은 모두 수평적인 속도변화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 P파 및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

피 역산 결과, 지표로부터 깊이 8 m까지의 구간에서는 vp가

450 ~ 600 m/s이고 vs가 230 ~ 250 m/s인 비교적 일정한 속

도 범위를 가지며, 8 ~ 28 m 구간에서는 vp가 600 m/s부터

1650 m/s까지, vs는 250 m/s부터 880 m/s까지 깊이에 따라 속

도가 거의 선형으로 증가한다. 이는 댐체 구성 물질이 동일하

지 않거나 다짐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MASW 분석법으로 구한 vs의 경우에는 8 m 이내의 깊이에서

약 210 m/s의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가지며, 8 ~ 28 m 구간에

서는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역산 결과와 유사하게 200 m/s부터

500 m/s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20

~ 28 m 구간에서는 390 ~ 500 m/s로, 동일 구간에서의 SH파

굴절법 결과인 450 ~ 950 m/s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Fig. 8).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와 MASW로부터 구한 vs값을 이

용하여 구한 σ는 성토층(깊이 0 ~ 8 m)에서는 0.32 ~ 0.39와

0.38 ~ 0.42, 8 m 부근의 중심점토 상부경계에서는 0.41과

0.43 이상이 높은 값을 각각 나타낸다. 그러나 중심점토 부분

에서는 각각 0.29 ~ 0.41과 0.40 ~ 0.45, 기반암 상부경계인 28

m 깊이에서는 0.24와 0.45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MASW

방법의 탐사심도 제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깊이

20 m 이내의 깊이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분해능이 높은

MASW 분석법으로 구한 vs를 신뢰할 수 있으나, 이보다 깊은

깊이에 대하여는 SH파 굴절법으로 계산된 결과를 해석에 이

용하였다.

마루측선 서쪽 끝으로부터 5와 120 m 지점에 있는 시추공

BH-1 및 BH-2 위치(Fig. 1)에서는 깊이 3.5 m까지 실트, 모래,

자갈, 전석이 혼재하는 점토층이 존재하고, 그 하부에는 단단

한 점토로 이뤄진 중심코아층이 기반암 깊이까지 존재한다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2011).

점토코아의 중심이 폭 16 m인 댐체의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마루측선은 남쪽 가장자리에서 평균 2.5 m 떨어진 점을 감안

할 때, 속도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8 ~ 28 m 구간이 중심코아

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P파 및 SH파

임계굴절을 이루는 28 m와 29 m 깊이에서의 평균 vp와 vs는

각각 1650과 940 m/s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서 연

Fig. 7. Dynamic Poisson’s ratios (σ) (a) and (b) on the dam crest,

and (c) at the toe of the dam. S-wave velocities used to compute

σ with P-wave velocity were derived from tomographic inversion

(a and c) and surface-wave dispersion inversion (b).

Fig. 8. S-wave velocities derived by the refraction tomography

(red) and the surface-wave dispersion-curve inversion (blue) on the

crest of the dam. The difference in vs is significant deeper than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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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상태(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4)의

기반암 경계임을 지시한다. 이는 시추공 BH-1 및 BH-2의 지

질주상도 자료상의 연암 경계가 28 m와 29 m 깊이에 존재하

는 것(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2011)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 

기초측선

기초측선에서의 P파 (Fig. 6(d)) 및 SH파 (Fig. 6(e)) 초동주

시 토모그래피 역산 결과는 모두 수평적 속도변화가 크지 않

음을 보여준다. 지표로부터 깊이 2 m까지의 구간에서는 vp가

470 ~ 600 m/s이고, vs가 200 ~ 300 m/s인 느리고 비교적 일

정한 속도를 가져서, 마루측선의 상부 매립층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깊이 2 ~ 10 m 구간에서는 vp가 600 ~ 1650 m/s, SH

파 굴절법으로 구한 vs는 300 ~ 900 m/s의 범위를 갖고 하부

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루측선의

하부 매립층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P파와 SH파 파선 모두

10 m 깊이에서 임계굴절을 이루며, 이 굴절면에서의 평균

vp와 vs는 각각 1650과 940 m/s으로, 연암 상태의 기반암 경

계를 지시한다. 상기 vp와 vs 및 식 (9)를 이용하여 구한 σ는

상부 매립층(깊이 0 ~ 2 m)에서 0.40 이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고, 하루 매립층 구간(깊이 2 ~ 9 m)에서는 0.33 ~ 0.40

범위의 값을 보인다. 기반암에 해당하는 9 m 깊이에서는 0.24

로 계산되어 고화된 퇴적지층의 값에 해당한다.

MASW 분석법으로 획득한 vs값도 수평적 속도변화가 크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Fig. 6(f)). 지표로부터 2 m까지의 구간

에서는 160 ~ 170 m/s의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며, 이보다

깊은 겉보기 깊이 2 ~ 18 m 구간에서 180 ~ 550 m/s로 속도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8 m 깊이에서 680 m/s로 급격한

속도 증가를 보인다. 이후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 m

깊이에서는 740 m/s에 이른다. 이는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

피로 구한 역산 결과(Fig. 6(e))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측선으로부터 약 2 m 떨어져 평행하게 놓여있는 댐체 하

부 배수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Fig. 1). 측선 동쪽 끝에

서 3 m 떨어진 지점에서 타격한 자료(Fig. 9(a))는 레일리파

군속도에 해당하는 140 m/s으로 표준경로시차보정(normal

moveout correction)을 한 결과, 110 ms의 이벤트가 거의 수평

이 되어 반사된 레일리파임을 지시한다(Fig. 9). 따라서

MASW 방법으로 구한 vs는, 측선과 댐체 사이의 거리 3 m와

댐체 표면의 기울기 22o를 이용하여 구한 깊이 2 m보다 깊은

깊이의 역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석에서 제

외하였다.

시추공측선

SH 굴절파 탐사만을 수행한 시추공측선에서는 서남서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갈수록 임계굴절면의 깊이가 10 m에서 12 m

까지 깊어지는 특징을 보인다(Fig. 6(g)). 이 깊이까지의 vs는

140 ~ 810 m/s의 범위를 가지며, 임계굴절면에서의 평균 vs는

840 m/s으로 연암질 기반암으로 해석된다. 기반암 임계 위치

로부터 서남서쪽으로 10 m 떨어진 곳의 시추공 BH-3(Fig. 1)

에서는 두께 7.5 m의 토사층과 두께 0.5 m의 풍화토가 8 m

깊이의 연암층 위에 놓여 있어서,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래피

해석결과와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20 m 이상 떨어

진 거리의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청천댐 마루, 기초, 하류 152 m 지점에서의 P파 및 SH파 굴

절법과 표면파 탐사 방법으로 P파와 S파 속도를 구하고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23 m 높이의 댐마루에서는 지표로부터 8 m 깊이까지 450

< vp < 600 m/s, 200 < vs < 260 m/s, 0.38 < σ < 0.42인 토

사층이 분포하며, 8 ~ 28 m 사이에는 600 < vp < 1650 m/s,

Fig. 9. Common shot gathered data recorded on the seismic profile

near the toe of the dam (a) before and (b) after normal moveout

correction. The moveout velocity is 14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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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vs < 850 m/s, 0.29 < σ < 0.41인 단단한 중심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vp = 1650 m/s와 vs = 950 m/s의 굴절파 속

도와 σ = 0.24인 연암질 기반암이 28 ~ 29 m로부터 하부로

존재한다.

댐기초에서는 지표로부터 깊이 2 m까지, vp, vs와 σ가 각각

470 < vp < 600 m/s, 200 < vs < 300 m/s, 0.40 < σ < 0.43인

상부 매립층이 분포하며, 2 ~ 10 m 사이에는 600 < vp < 1650

m/s, 300 < vs < 900 m/s, 0.24 < σ < 0.40인 하부 매립층이

존재하고, 깊이 10 m에는 vp = 1650 m/s와 vs = 940 m/s의

굴절파 속도와 σ = 0.24인 연암질 기반암 상부 경계면이 존재

한다. 한편 댐마루에서 152 m 떨어진 하류지점에서는 vs =

850 m/s인 임계굴절면의 깊이가 10 ~ 12 m 깊이에 분포하며,

상부의 미고결층에서의 vs는 140 ~ 810 m/s의 값을 보여 댐

마루 및 기초측선의 덮개층과 유사한 값의 범위를 갖는다.

댐마루와 기초측선에서는 SH파 초동주시 토모그램 역산으

로 구한 vs보다 MASW 분석법으로 구한 vs가 얕은 깊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해능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마루측

선에서는 탐사심도의 제약으로 깊이 20 m 이하의 자료를 신

뢰하기 어렵고, 기초측선에서는 3 m 떨어진 댐체 하부 배수로

에 의한 간섭으로 신뢰성 있는 역산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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