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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케심 파이자베드간 도로복구사업 해외설계 사례-

Overseas Design Introduction of Road Rehabilitation Project in Keshim∼

Faizabad,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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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If slope height was more than 20 meters, we conducted an analysis of stereographic
projection and limit equilibrium at this slope. We proposed reduction of slope face angle and reinforcement of
rock bolt depending on analysis. Blasting design : Standard pattern based on result of local test blasting was
made for blasting design. Vibration criterion was set for less than 3.0mm/s because of outworn buildings and
inhabitants opinions. Production blasting and Controlled blasting has been done as Construction standard
pattern. After Vibration Monitoring has been done, so that we can control of complement. "Bidding
Document" and AASHTO 2001 “A Policy on 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were so for design
criteria of earthwork but they were different actual design criteria and left something to be desired in
Afghanistan. Therefore, although "Bidding Document" and "AASHTO 2001" were basic design criteria,
domestic design criteria was reflected in this design criteria for complement by discussion with supervisor.
Drainage design : For stability ratio, ditch of arch block and stonework was designed by rainfall data for the
13 years and discussion with supervisor. Pavement was designed as flexible pavement. Because these days in
Afghanistan postwar repair works, especially urgent repairing of roads and newly making of roads, are very
highly in progress, I think that Afghanistan is the region about which our construction technical experts
should have great concerns.

Key words : Slope Design, Test Blasting, Vibration Criterion, Flexible Pavement, Rehabilitation

서 론1.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화국으로 정식명칭은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Islamic

이다 카불이 수도인 아프가니스탄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배에 해당하는Emirate of Afghanistan) . 3

만64 7,500km2이며 인구는 만 명 년 기준 이다 북쪽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 3,273 (2008 ) . , ,

키스탄 북동쪽은 중국 동쪽과 남쪽은 파키스탄 서쪽은 이란 등 개국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 , , 6

로 최근 탈레반에 의해 우리국민이 피랍되어 이슈가 된 바로 그 나라이다 동북쪽에 위치한 본 케심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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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베드간 도로복구 사업은 에서 발주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한 것으로 총연장 의 차로 도로복구사업106km 2 (Afghanistan Infrastructure Rehabilitation Program)

이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본 사업을 주 삼환기업이 일괄 시공을 맡았. (Design-Build) ( )․
고 시공 중 사면설계와 시험발파 지도 및 발파설계를 당사인 주 유신코퍼레이션이 지난 개월 여간( ) 5

본사 및 현지에서 수행하였다 감리사는(2007. 12 ~ 2008. 4) . LBG/B&VJV(The Louis Berger

에서 수행하였다Group Inc. Black and Veatch Special Projects Corp. Joint Benture) .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인문지리2.

역사2.1

아프가니스탄은 고대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융성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원정 징기스칸의 세계제패 오, , ,

스만터키의 융성 등의 역사적 무대가 되었으며 지정학적으로 강대 세력 다툼의 중요한 길목으로 알려져,

왔다 뿐만 아니라 동서 실크로드의 주요 경유지로서 근대에는 구소련의 침공을 받아 내전의 양상으로까.

지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때는 몽고제국 후예가 일으켰다는 무갈 제국 탄생의 중심지로서. 300

여 년간 년 파키스탄과 인도지역의 강력한 왕국으로 세력을 떨친 적이 있다고 한(1526~1857 ) 다.

문화적으로는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문화의 본산으로 지금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의 거대한 마애석불 사원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Bamiyan , .

인문지리 및 지형2.2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맥과 이어지는 해발 의 힌두쿠스 산맥이 이 나라 국토를 크4,000m~5,000m

게 남북으로 나누고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개 국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내륙고원 국, , , 6

가이다 표 은 아프가니스탄의 지리 및 지형 현황이고 그림 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힌두쿠스 산맥의. 1 , 1

고개이다Salang .

표 아프가니스탄의 지리 및 지형 현황1.

국토면적
647,500 Km2 남북으로 동서로 가량 뻗어 있으며 한반도 면적( 970km, 1,300km ,

의 약 배에 해당함3 )

인 구
약 만명 파쉬툰 종족이 주종을 이루며 페르샤 터키 및 몽고계통의 종족이3,273 ( , ,

함께 살고 있음)

수 도 카불 인구 약 만명(Kabul) ( : 150 )

기 온
여름 섭씨 고온 건조: 20°C ~ 50°C ( )•

겨울 섭씨: -10°C ~ 18°C•

연평균 강우량 약 주로 월에 내림100 ~ 300mm ( 11 2 )～

지 형

수억 년 전 바다가 융기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수도 카불의 북,•

부지방은 계 카불 남부지방은 계의 기반암층을 이루고Lime Stone , Sand Stone

있음

산악지대는 깊은 협곡과 자갈 섞인 퇴적층 등이 발달하여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

하여 끊임없는 지반 침식이 진행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지방은,•

전형적인 사막지대가 형성되어 강 건너 중앙아시아로 그 사막이 끝없AmuDarya

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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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1.

주요 지하자원

북부 사막지대 지역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Sheberghan•

것으로 알려져 있음

힌두쿠스 산맥을 중심으로 철광석 구리 망간 등 지하자원이 산재, ,•

생활형편
대체적으로 산야는 초목생장이 어려운 척박한 땅이나 전형적인 농 목축업으로 어렵․
게 살고 있는 국민들은 순박하고 강인한 편임.

공용언어 어Dari

그림 해발 의 힌두쿠스 산맥을 넘는 고개 전경1. 4,000m~5,000m Salang

공종별 설계 현황3.

도로복구 및 건설추진 현황3.1

이 나라의 주간선도로는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북부지방의 서부지방의 남부Mazar-e-Sharif, Herat,

지방의 등 주요도시를 환상형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약 에 달한다 또한 인Kandahar , 2,100km .

접국가 간의 국제무역통로가 되는 도로는 고개 파키스탄 국경Kabul Khyber ( ), Naibabad∼ ∼우즈베키스탄

국경 이란 국경 등의 연결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기존도로시설들은 대부분, Herat .∼

년 전 구소련에 의하여 건설된 것으로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 곳곳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실정40 50∼

이다.

국내 기존도로는 대부분 차로로서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주로 외국차관 중동국가 차관2 (IBRD, ADB,

등 에 의존하여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복구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복구사업 현) ,

황은 표 와 같다2 .

표 아프가니스탄 주요도로 복구사업 추진 현황2.

도 로 구 간 연 장 재 원 추 진 현 황 설계 및 시공사

Kabul∼
Kandahar

L=480km IBRD 일부구간 복구 완료 차로(2 )‧ 터키 시공회사 및 설계회사

Kabul∼
Pul-e-Khumri

L=220km
IBRD,

ADB

일부구간 복구 완료 차로(2 ,‧
L=170km)

설계 및 공사 준비중 차로(2 ,‧
L=50km)

터키 시공회사 및 설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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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2.

도 로 구 간 연 장 재 원 추 진 현 황 설계 및 시공사

Pul-e-khumri∼
Balkh Andkhoy∼
Naibabad∼
Hairatan

L=445km ADB 공사 중 차로(2 )‧ 주 삼환기업( )

설계 주 유신코퍼레이션( :( ) )

Pul-e-khumri∼
Kundaz

L=90km IBRD 공사 중 차로(2 )‧ 중국건설회사

Andkhoy∼
Herat

L=490km ADB
Andkhoy Almar, L=155km∼‧
사업 착수

주 삼환기업( )

설계 주 유신코퍼레이션( :( ) )

Mazar-e-Sharif∼
Bamiyan

L=380km IBRD 공사 계획 중 차로(2 )‧ 주 삼환기업( )

Keshim∼

Faizabad
L=106km USAID 공사 중 차로(2 )‧ 주 삼환기업( )

설계 주 유신코퍼레이션( :( ) )

공사개요3.2

본 사례의 공사개요는 표 과 같으며 과업구간은 그림 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동북쪽에 위치한 케3 2

심 파이자베드 구간이다~ (L=106km) .

표 공사개요3.

공사명
Keshim∼Faizabad Road Project

(Afghanistan Infrastructure Rehabilitation Program)

발주자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시공자 삼환기업 주( )

공사비 약 억 원1,100

공사기간 2006. 5∼ 년간(3 )

차로수 왕복 차로 본포장 길어깨2 ( : 7.0m, : 1.5 × 2 = 3.0m)

도로연장 106km

설계속도 40∼ 평지 구릉지 산지80km/h ( 80, 60, 40)

그림 과업위치도 케심 파이자베드 구간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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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및 지질구조3.3

지질3.3.1

과업지역은 퇴적암 및 관입암류가 기반암으로 분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점에서. STA.60+700m

지점까지 퇴적암류로 그 이후 종점까지는 관입암류가 분포한다 퇴적암류는 미고결사암 미고결역암 사. , ,

암 역암 및 일부 셰일층 등으로 구성되며 관입암류는 대부분 섬록암 및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 ,

다.

지질구조3.3.2

퇴적암류는 층리가 발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탈면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절리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관입암류는 대부분 수직절리가 발.

달하여 전도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형구조 분석결과 선형구조가 통과하는 지역은.

단층대 및 파쇄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분석결과 본 과업구간에서는 개조의. 11

선형구조가 과업노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근 지역과 지점은 지표지질조사결과 다수의 단층대 및STA.34+300m STA.60+000m~62+000m

파쇄대를 확인한 구간으로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

다 특히 후자의 구간은 인근에 대규모 애추 및 각력암이 분포하여 대규모 단층대가 통과하는. (Talus)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사면설계3.4

깎기 높이가 이상 되는 비탈면 중 개소의 대표단면을 선정하여 평사투영해석 및 한계평형해20m 42

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에 따라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하거나 보강을 제안하였다 또한 낙. Rock bolt .

석 및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제안하였다.

낙석분석3.4.1

설계된 비탈면에 대한 낙석분석결과 낙석에 의한 동역학에너지가 최고 로 매우 높게 나200~1,200kJ

타났다 낙석의 속도도 로 크게 나타나 낙석 발생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 25~35m/s

단된다 따라서 및 등을 설치하여 낙석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Rockshed, Ditch, fill Fence

할 것이며 는 낙석에 의한 위험성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Berms .

비탈면 안정성 분석3.4.2

토사 및 미고결 퇴적암이 분포하는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의“Andkhoy-Shirintagab Road Project”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보다 낮은 기울기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암반 비탈면은 전1:1.0 (45°) .

체 개 구간 중 개 구간에 대해 비탈면 당초 에서 으로 완화하고 개 구간에 대하42 15 1:0.4 1:0.5~1:1.0 9

여 는 보강 공법을 제안하였다Rock bolt .

깎기 구간과 그 이후 까지의 구간은 그림 과 같이 파쇄대 소습곡 및60+700m~61+200m 61+920m 3 ,

단층활면이 발달되어 다양한 비탈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울기를 최소,

이내로 조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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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대 소습곡 단층활면

그림 파쇄대 소습곡 및 단층활면3. ,

발파설계3.5

본 과업구간의 약 이상이 산지여서 암 발파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의 암 발파 작업 시 미칠 수90% .

있는 발파공해 예측과 원활한 시공을 위해 현지에서 직접 주요 위치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 적정 패턴도를 작성하였다 발파방법은 그림 와 같이 계단식 발파로서 암 굴착을 위한 일. 4

반발파와 사면의 손상 제어를 위한 제어발파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천공 장비는. Crawler Drill (∅
사용 뇌관은 초기에 도화선 뇌관을 사용하였으나 발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발전기뇌관을76mm), ,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폭약은 현지 사정이 전쟁 중인 지역이라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젤라틴. 32mm∅
다이너마이트 개를 묶어 전포약포로 사용하였으며 안포는 질산암모늄 비료에다 중유를 혼합하는2~3 ,

방식으로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고 개월 이후에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표 는 현, 1 . 4

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시험시공 벤치발파 제원이다.

적정 장약량 산정을 위한 분석3.5.1

  
 

∙∙

∙

Bmax 최대 저항선: (m)

천공경d : (mm)

장전밀도P : (kg/liter)

폭약의 위력s : (kg/m3)

암석계수c :

−

c : c+0.05( Bmax = 1.4∼15m)

발파공의 구속정도f :

공간격과 저항선의 비S/B :

W· B· K
n · Qtot

q=

장약비q : (kg/m3)

총장약량Qtot : (kg)

천공수n :

작업량 폭W : (m)

벤치높이B : (m)

저항선K : (m)

그림 시험시공을 위한 벤치발파 개념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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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험시공 벤치발파 제원4.

벤치높이 5.0m 사용폭약량 650kg

천공장 5.7m 천공수 36ea

최소저항선 2.0m 비천공장 0.320m/㎥

천공간격 2.0m 비장약량 0.332 kg/㎥

시험시공 및 발파공해 계측3.5.2

그림 시험발파 및 발파공해 계측장면5.

시험발파 수행 방법은 그림 와 같이 작업의 안전성 및 자유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절토부 구간 중5

인근 보안물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실시하였다 발파원과 시설물과의 거리에 따라 발.

파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나 시험발파 여건상 인근 보안물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

에 적용하여 발파작업을 실시하였다 지반진동속도와 폭풍압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회 발파 공수를. 1 20

공 이하로 실시하였다 시험발파 작업 순서는 천공 장약 전색 결선 발파매트설치 발파안내방송 발파. , , , , , ,

점화 실시 순으로 반복하여 하였다.

계측결과 고찰3.5.3

발파의 공해는 진동 소음 비산 등을 들 수 있다 진동의 경우는 크기를 비교하거나 허용기준을 설정, , .

하는데 있어서 발파진동을 표시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과 은 미광무국의 지원 아래 지상. Duval Fogelson

구조물의 피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진동속도가 구조물의 피해정도와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최근 미광무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건물의 피해정도를 진동속도.

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도 수. ,

십 수백 의 진동에서 구조물의 피해정도는 진동속도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발파진동 규제~ Hz ,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는 대상구조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결과와 측정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또한 나라마다 진동, , .

속도의 허용기준치가 각각 다르므로 본 설계에서는 감리인 미국 사와 협의하여 표Louis Berger Group

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 중에서 현지 구조물 상태와 주민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민감 허용치5

를 설정하고 적정한 설계 시공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3.0m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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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파수를 고려한 최대입자속도 허용기준5.

Line Type of structure

Criteria for particle velocity v in mm/s

Frequences

<10Hz 10 to 50Hz 10 to 50Hz All Frequency

1 Commercial and Industrial structures 20 20 to 40 40 to 50 40

2 Residences (also under construction) 5 5 to 15 15 to 20 25

3 Especially vibration sensitive structures 3 3 to 8 8 to 10 8

Remark *Recommendable Criteria : 3.0 mm/s

시험발파는 주로 대사면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민가와STA.22+640m~750m .

의 거리는 정도 이격되었으며 회귀분석 자료축적을 위해 지점에서 측정하였다180~200m , 50~170m .

데이터 수는 개이고 그림 은 삼승근 회귀분석 결과로서 적합도를 감안한 예측진동식은45 6

V(95%)=180.6(SD)-1.68를 도출하였다.

10 50 100 500

0.1

1.0

10.0

100.0

0.01

Mean
100%
95%
90%

Data

P
e
a
k
 P

a
rt

ic
le

 V
e
lo

c
it
y
(m

m
/s

)

Scaled Distance(m

V   =180.60    (95%) ( )W
R -1.68

kg
1/3. )

그림 발파진동 삼승근 분석결과6.

이 산정 식으로 최대 지발 당 장약량 을 적용한 설계패턴으로 시공할 때 표 에 나타난 바와16kg , 6

같이 이격거리별 예측 진동치를 유추할 수 있다 계측결과는 안전율 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 90%

치는 이 보다 낮게 계측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점의 주요 발파지점에서 이격된. STA.22+640m 200m

민가의 예측치는 이나 수회의 시공 때 계측결과는 로 예측식 보다 낮1.161 mm/s , 0.815~1.125 mm/s

게 나타났다 비산의 경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급적 민가 반대방향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고. ,

부득이한 경우는 이상 방향을 바꾸어 벤치 자유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4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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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삼승근 분석 진동식으로부터 이격거리별 예측된 진동치6.

이격거리

(m)

최대지발당장약량

(kg)

발파계수

(K)

감쇠지수

(n)

예측진동치

(mm/s)

50 16.0 180.60 -1.68 11.933

60 16.0 180.60 -1.68 8.785

70 16.0 180.60 -1.68 6.781

80 16.0 180.60 -1.68 5.418

90 16.0 180.60 -1.68 4.445

100 16.0 180.60 -1.68 3.724

150 16.0 180.60 -1.68 1.884

200 16.0 180.60 -1.68 1.161

250 16.0 180.60 -1.68 0.798

300 16.0 180.60 -1.68 0.588

토공설계3.6

토공설계에 적용된 설계기준은 에 제시된 기준 및Bidding Document AASHTO 2001 “A Policy on

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설계기준이 상이하고 또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

한 아프가니스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감리자와 협의하에 기본적인 설계기준은.

및 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미흡한 부분은 국내Bidding Document AASHTO 2001(The Green Book) ,

설계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도로폭원 은 차로 길어께. (B) 10.0m( 2 @ 3.5m = 7.0m, 2 @ 1.5m

보호길어께 이다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표 과 같으며 토공사 및 포장공사=3.0m, 2 @ 0.5 = 1.0m) . 7

시공전경은 그림 과 같다7 .

표 본 과업에 적용된 토공설계기준7.

Design Element Unit Level Rolling Mountainous Urban

Design Speed Km/h 80 60 40 50

Min. Stopping

Sight Distance
m 130(110) 85(85) 50(55) 65(55)

Min. Passing

Sight Distance
m 540(275) 410(225) 270(125) 345(175)

Min. Horizontal Radius m 230(175) 125(125) 50(50) 80(50)

Min. Horizontal

Radius(exceptional)
m - - (25) -

Transition Curves

Required
Yes Yes No No

Maximum Gradient % 6(6) 7(8) 11(14) 8(14)

Maximum Gradient

(exceptional)
% - - 13(18) (18)

Maximum Superelevation % 8(7) 8(7) 8(7) 4(4)

Min Crest

Vertical Radius
m

2,600

(6,000)

1,100

(2,500)

400

(1,500)

700

(2,000)

Min Sag

Vertical Radius
m

3,000

(3,000)

1,800

(2,000)

900

(1,000)

1,300

(1,000)

Min Vertical

Radius(exceptional)
(600)

Traffic Lane Normal

Crossfall
% 2(3)* 2(3)*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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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7.

Design Element Unit Level Rolling Mountainous Urban

Shoulder Normal

Crossfall
% 4 4 4 4

Right of Way m 30 30 30 -

- (Bidding Documents)

- Definition of urban area

Residence place around the alignment is regarded as urban area⇒

그림 토공사 및 포장공사 시공전경7.

배수설계3.7

배수 설계의 기초 자료인 강우자료 입수가 가장 힘들었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공공사업.

부 에서 조차도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 사이트의(Ministry of Public Works)

에서 년의 강우자료를 입수하고 마이마나의“NOAA Central Library Weather and Climate Sites” 10 ,

농림부 에서 년의 강우자료를 입수하여 총 년 치의 강우자료로(Agricultural research department) 3 , 13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배수 단면 산정은 기준에 의거 설계하되 강우량 산정시AASHTO 2005 "Model Drainage Manual"

강우자료가 미비하여 신뢰도가 다소 결여되므로 감독과 현장조사시 현장에서 설계한 계산근거를 참고,

하여 암거 단면을 결정하였다 기존 설치된 암거는 그림 과 같이 주로 아치형 블럭 및 석축으로 이루. 8

어져 있으며 소량의 콘크리트 암거가 존재하고 규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그림 기존에 설치된 배수 암거 및 관로 전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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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설계3.8

과업구간의 설계에 적용한 포장형식은 연성포장이며, AASHTO 1993 “Guide for Design of Pavement

에 제시된 설계방법에 의거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및Structures" CBR . Axle Load Data Traffic Count

수집이 이루어졌고 값을 이용하여Data , Test Pit CBR MR값을 산정하였다 그 외의 설계 변수들은 기존의.

보고서 및 감리자의 협의를 통해 현장상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값을 채택하였다.

각 과업구간의 개 지점에서 설계에 사용될 값을 산정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축하중 및 교통량 조2 ESAL 9

사가 실시되었다 개소 당 시간 일 연속 실시되었으며. 1 12 (07:00 19:00), 4 , Transport Research∼

의Laboratory Overseas Road Note 40 "A Guide to axle load surveys and traffic counts for

의 방법에 의거하였다determining traffic loading on pavements" .

그림 축하중 및 교통량조사 전경9.

설계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을 이용한 샘플을 채취하였다CBR Test Pit CBR . 의 간격은 현장의 전체Test Pit

연장 에서(106km) 2∼ 마다 이루어졌으며 절토부에 해당하는 구간은 추가적인 샘플채취가 이루어졌다5km .

표 에 제시된 설계변수들을 이용하여 의 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포장설8 AASHTO 1993 Pavement Guide

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그림 과 같다10 .

표 포장설계변수 선정8.

설계기간 설계 CBR MR ESAL Reliability PSI S0

15 years 8% 12,000 psi 6,744,226 90% 1.7 0.45

그림 연성 포장두께 설계 결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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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4.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의 설계와 시공은 많은 환경적 물질적 언어적 제한을 가져오, ,

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설계기준에 기초하여 엔지니어의 기술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방안과 경,

험이 축적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설계 노하우가 장래 해외진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갈 경우 설계업무는 보다 합리적이며 독창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전후 복구사업 특히 시급한 도로복구 및 도로신설사업이 의욕적으,

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건설 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지역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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