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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발도상국 철도건설을 위한 Guide
Guide for Railway Constr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mid-2000s, developing countries have witnessed a construction boom in the field
of the petrochemical and power plants and brisk expansion of infrastructures and housing
facilities. Accordingly, most of Korea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have
advanced into the overseas market amid the shrinking domestic market conditions.
Especially, the successful opening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high-speed railway has
been doing a significant role to make Korea emerge into the world's Five Powers in terms of
the railway industrial development.
Nowadays, with the advancement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Korea, which
boasts a large pool of highly qualified engineers and state-of the-art technological prowess,
is writing a new historical chapter. Indeed, dem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for
cooperating with renowned Korean railway consulting firms over technical study and
application has been increasing ever.
But due to the differences of languages, lifestyle, railway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conditions and cost, Korean consulting firms have faced a huge difficulties in proceeding
with the railway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general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into which Korean firms have marched. I wish this
could be a useful guide for many consulting firms and engineers desiring to expand their
oversea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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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은 한국

1. 서언

철도산업이 세계 철도산업의 5대 강국으로 부상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동국가들의 석유화학, 발

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철도산업 관련 기

전 등 플랜트 건설과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및 주

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해외

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건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설기업들은 국내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해외진출을

해 주었다.

확대하였다.

[향후 철도분야 전체 시장 전망]

최근 대한민국의 해외건설사업 진출은 높은 기술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력과 공기를 준수하는 근면성실함으로 세계 곳곳에
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
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용하

2. 개발도상국의 철도건설 여건

고자 개발협력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 생활습관의 차이, 철도건설 여건의 상이함, 철

우리의 경우 철도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동량의 지

도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철도건설비 수준의 차이

속적인 증가 및 도로와의 속도경쟁, 신속성 제고를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

요구하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열차는 고속화, 고밀

을 겪고 있다.

도화, 고중량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의하

이와 관련하여 6대륙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개

여 궤도 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궤도구조를 강화

발도상국의 철도수준 등 시공여건 및 여러 가지 차

하고, 계속 상승하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이점들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해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보수작업을 기계화 보

를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자에게 guide가 되었

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왔다. 때문에 최근에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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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생력화 궤도
구조로 건설하는 추세이다.

여건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심지어 레일이 절손된 상태에서 열차가 운영되고

실제로 레일의 경우 과거 30kg/m~37kg/m 레

있으며 침목하부에 자갈이 없이 건설되기도 하였으

일을 사용하였으나 50kg/m 레일을 거쳐 60kg/m

며 자재의 부족으로 조각레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레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침목은 목침목에 spike

이러한 여건들을 간과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로 체결하던 시대에서 concrete침목에 spring

가 건설하는 수준으로 철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clip을 사용하게 되었고, 레일은 일반이음매에서 전

한정된 재원과 자재의 부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 장대레일을 부설하게 되었다.

사업의 1/3 수준 이하의 사업비로 시행하여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물동량의 제한, 각종 재원의 제한, 자재의 부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 접근에 어려움이 따
를 것이다.

족 등의 이유로 우리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철도건설

레일절손부에 조각레일을 부설한 모습

부설 당시부터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노반 위에 직접 부설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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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료를 선로 바로 옆에서 Borrow Pit에 의지해

3. 지형여건

야 하는 나라가 많았다.
개발도상국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약

우간다의 경우 처음 개황 설명을 들을 때에는 약

75%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평지로

500km 구간에 터널이 전무하고, 교량이 6개소라고

구성되어 있는 국가들이 의외로 많았다.

하여 전혀 믿지 않았으나 실제 현장답사결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우간다,

500km구간에 터널은 전혀 없이 토공으로 구성되

이라크 등 많은 나라들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있었고 실제로 나일강 횡단을 제외하고 소규모

순성토에 의한 노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교량이 6개소만 설치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토취장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흙 쌓

[평활하며 토취장이 없는 지역에 적용하는 Borrow pit]

3.1 방글라데시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 기반암이 약 100m 이상 하
부에위치하여교량기초계획시큰어려움을겪는다.

인도와 접하는 산악지역 외에는 지반이 연약한 평
지로서철도건설시터널은고려대상이되지않는다.

3.2 캄보디아

교량은 접속부의 토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로
판형교가 많이 채택되었고 자갈의 확보가 가장 큰

태국 국경~씨엠립(Angkor Wat)간 철도 복원을

관건으로 국가의 북측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 100km

고 있으나, 운반거리가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구간에 터널은 전혀 없었으며, 지형이 평활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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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한 지형의 캄보디아

로 국토 중간에 있는 호수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호수 면적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단을 조정하면서 쌓기와 깎기
량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같이 지형이 평활한 나라의 경우 순쌓기로 이루어짐
으로 쌓기 높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경우 20세기 초기에 건설되었
음에도 토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가 복잡한 드
와프거더(Dwarf Girder)가 많이 채택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건설된 캄보디아 철도의 드와프거더]

Span이 다소 길게 형성되는 곳은 Pony Truss가
채택되어있있다.

[드와프거더 사용 시와 일반거더 사용시의 종단비교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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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다.

3.3 사막철도

- 모래의 경우 Sand Dune 지역은 쌓기 재료로
모래는 양질의 쌓기 재료로 우리나라의 경우 성토
재로서 좋은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막철

사용하지 못해 치환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어려
움을 겪는다.

도의 경우는 주변이 온통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 다짐용 물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 강이 없을 때

러니하게도 쌓기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며 여기에 Know-

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자갈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

how가 있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물다짐을 위한 저수지와 파이프라인

- 자갈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서 구해야 하는데 현

바람에 날리는 Sand dune이 깎기 지역에 쌓

장에서 많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구해야 하는

이게 되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선로유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

- 특히 Sand dune area를 깎기로 계획할 경우

다.

Sand dune에 의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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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가 크며 하절기 건조한 기후에 의한 목재
의 터짐, 건조수축에 따른 게이지의 축소, 콘크
리트 양생 시 별도의 양생조 운영, 하절기 레일
이 70℃까지 올라가 석면장갑을 끼고도 레일을

다룰 수 없는 점 등은 사막국가의 철도 건설에
참고해야 한다.
- 지형이 평활하여 집중 호우 시 Guiding Dam
과 Discharge ditch를 이용한다.

[지형이 평활한 지역에 설치되는 Discharge ditch와 Guiding Dam]

우리와 상이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4. 자재 및 장비운반 여건

포장도로가 제한적이며 포장도로라고 하여도 포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량 화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 강도가 제한적인 곳이 많아 중량물을 싣고 운

는 운반에 큰 문제가 없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철

반 할 경우 포장의 전반적인 파손을 특히 주의해야

도건설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하는 여건이

한다.

포장 두께가 얇은 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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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량물인 레일, 침목, 체결구, 자갈, 분기
기, 전선, 건축 내외장재, 각종 케이블을 수송할 때

구입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취사는 별도 가스통
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수송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야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로에 의한 수송보다는
철도로 수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기타

4.1 자갈 등 골재 확보의 어려움

5.1 철도 제원표시의 상이

전국 어느 곳이든 돌을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곡선반경을 m단위, chaina-

는 다르게 많은 나라들이 자갈, 모래 등 공사용 골재

ge를 200m 단위, 종단은 평균해수면 +100m를 기

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으로 표시, 종단제원은 천분율을 사용한다. 그러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넓은 인도네시아의 칼리만

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곡선반경을 100feet 현을

탄섬의 경우 자갈을 구할 수가 없어 인근 섬에서 운

이루는 중심각으로 표시하며, chainage를(mile

반해 와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나라들

+/16)로 표시(우간다) 또는 km단위로만 표현하며,

이 석산의 한계로 상당한 운반거리를 감수하고 자갈

종단은 평균해수면으로만 표현 또는 평균해수면 +

등 골재를 확보하고 있다.

35.03m(태국)를 적용하기도 하며, 종단제원은 ‰
로 표현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단위m를 올라가거나

4.2 전기, 가스, 상수도 등 utility 확보의
어려움

내려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곡선보정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보정치 만
큼 기울기를 미리 낮추어 노반을 건설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utility를 확보 할 수 있는

100↑로 표시하면 올라가는 기울기이며 1m 올라가

우리와는 다르게 개발도상국에서는 utility의 확보

기 위하여 100m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즉, 우리의

가곤란하여현지생활및공사수행에어려움을겪는다.

경우 10‰를 표현하는 방식과 같다.

전기의 경우 자가발전을, 상수도의 경우 생수를

구분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곡선반경

m단위

100feet 현을 이루는 중심각

chainage

200m 단위

mile + /16 or km단위

종단

평균해수면 +100m

평균해수면 or
평균해수면 + 35.03m(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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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건널목의 운영방식은 우리처럼 통상 차단기

5.2 평면교차

를 올리고 열차가 통과 시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도로와 철도 간 입체

언제나 차단기가 내려져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통

화를 전제로 계획하나, 개도국의 경우 철도건설 재

과하고자 하면 간수가 차단기를 올려 자동차가 통과

원의 한계로 대부분 평면교차를 적용한다.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6. 결론

인도

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이는 많은 항목 중 주요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본 글이 앞으로

이상과 같이 해외철도사업에서 우리나라와 여건
이 상이한 사항과 진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

해외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요원들에게 작
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개발도상국 철도건설을 위한 Guide |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