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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만들어가는풍요로운녹색미래



03

02

Eco-Shift
에코Eco 패러다임이 큰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코는 환경Ecology입니다. 경제

Economy입니다. 그리고 에너지Energy입니다. 그래서 에코는‘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

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이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로 인해 거부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에코의 물결! 이제 한 국가의 운명은 에코 패러다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민국은 선도적으로 녹색혁명Eco-Shift의 포문을 열었습

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이미 친환경 고효율 교통 수단의 명사입니다. 세계적 현상

입니다. 진작부터 철도의 가치에 주목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는지도 모릅

니다. 그러나 여기, ‘ECO-RAIL 2015’가 있습니다. 레일이 더 가까워진 세상, 레일이 더 길어

진 세상이 녹색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철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Green Networks for Sustainable Growth

한민국이 가야 할
녹색성장의 길! 
여기,‘철도’가있습니다



Eco & Economic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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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 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은 전체의 21%, 이산화

탄소 배출 비중은 20.2%입니다. 언뜻 보면 적어 보일 수도 있습

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원시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결

코 줄일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해보십시오. 녹색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해법은 오히려 교통 부문에 있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승용차의 1/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물차의 1/1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철도 수송분담률을 단

1%만 늘려도 연간 6,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0% 에 불과한 지금의 수송분담률을 약 2배로 올리면, 우리

는 2015년까지 2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

법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철도입니다.

We Have Clean Solutions!

해법은 명쾌합니다
우리는그해법을가지고있습니다

승용차 에너지 소비량, 철도의8.4배(단위 kcal/인km)

화물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철도의13.4배

승용차 532.1

철도 63.5

화물차 474.9

철도 35.6 

(단위 g.CO2/톤km)



ECO-RAIL = Ecology + Energy + Economy + KORAIL

25%  
vs53%

한국 EU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2015년까지 20% 이상으로 향

상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및 Great KORAIL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도로 투자율이 철도의 2배가 되는 우리와 달리, EU에선 철도 투자율이 도로의 2배입니다.

EU는 앞으로도 철도 투자를 85%까지 확 할 계획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좁은 국토

에 자가용 1,500만 시 를 연 우리의 도로 중심 정책!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우리가‘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ECO-RAIL 2015’를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 이 새로운 비전이 펼쳐 보이는 희망의 레일을 따라가보십시오. 환경과 경제와 일

자리에 이르기까지, 레일이 늘어날수록 가까워지는 녹색강국의 돛을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ECO-RAIL is Launched

녹색성장을견인할
새로운비전이돛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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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투자 비중

15.3%  
vs34.5%

한국 일본�철도 여객 수송분담률

7.73%  
vs41.7%

한국 미국�철도 화물 수송분담률

철도중심의교통체계구축으로국가경쟁력강화및사회적비용절감

접근성∙속도및이용편의제고로철도수송분담률 폭향상

친환경경 으로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

Eco-Design 친환경인프라 � 입체환승및연계수송(Door to Door)   � Eco-Station � 차세 전기차량확 � 열차속도향상 � 좌석급행전동차도입

Eco-Operation 친환경 운 � Eco-Driving � 편의시설확충 � 녹색환경조성 � 탄소배출권거래제참여 � LED등친환경기술적용 � 물류문전수송서비스 강화

Eco-Investment 친환경 정책투자 � 전철화∙복선화등철도투자확 �쾌적한광역철도망확충 � 고속철도망확충 � 하이브리드등친환경열차개발 � 철도수송전환유도정책시행(Eco-Policy)

3 전략과제, 16개 실행과제

RAIL 201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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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Practice  the Green Management

Eco-Operation은경 의요체를녹색성장에두겠다는코레일의의지입니다. 철도의운 을녹색강국의

진원지로만들겠다는약속입니다. 어떻게하면에너지를더적게사용할수있는지, 어떻게하면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경 의 방향은 오직 하나, 푸른 경제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철길과 역사 주변에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빼놓을수없는과제입니다. 참다운녹색경 을약속합니다. 

참다운 녹색경 을실현하겠습니다!

Eco-Design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보다 안전하고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연계∙환승시스템을혁신하고역사(驛舍)와열차등모든공간과시설을친환경

인프라로 설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과 역 사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친환경 전기차량은 연료 사용량을 더욱 줄여줍니다. 역은

쾌적한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거듭나게됩니다. 전혀새로운개념의친환경인프라가탄생합니다.

신개념의친환경인프라가탄생합니다!

We Will Design for Your Comfortable Life

Eco-Design Eco-Operation

Eco-Design 실행과제 및 추진 계획

복합 교통 역사 건립 (TOD), 종합 교통 광장 및 주차장 확충, 자전거 주차장 확충, 

항만∙산업단지 철도화물 인입선 확충

자연 채광, 지열 시스템 활용 등 무공해 에너지로 역사 운

KTX-Ⅱ,  간선형전동차 (EMU) 등 환경 친화적 전기차량 도입 확

전국 도시 간 2시간 연결

주요 간선 열차 속도 향상 (150km/h → 180 ~ 200km/h)

4개 노선 (경춘선, 경의선, 분당선, 수인선)

입체 환승 및 연계 수송

(Door to Door)

Eco-Station

차세 전기차량 확

열차 속도 향상

좌석급행전동차 도입

Eco-Operation 실행과제 및 추진 계획

Eco-Driving

편의시설 확충

녹색환경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LED 등 친환경 기술 적용

물류 문전수송 서비스 강화

경제 운전을 통한 동력차 연료 사용량 감축 등 7,900만ℓ 절감

역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무빙워크 설치 등

철길 및 역사 주변 나무 심기, 폐윤활유 100% 재활용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및 배출량 제3자 검증, 

종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운 등 CO2 배출량 10% 감축 (6만톤)

친환경 조명장치 개선 및 전동차 친환경 공기조화장치 체 개선, 

다지형 침목 교체

Shuttle Feeder Service, e-Logistics 구축, B/T열차 운행 확 등



Eco-Investment는 녹색 인프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전철화율을 73%,

복선화율을 64%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광역철도망과 고속철도망을 확충하면 수송분담률 2배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친환경 열차의 개발에 쏟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열차,

하이브리드열차등이세상에선보일날도멀지않았습니다. 바야흐로철도중심의친환경교통체계가

구축되는것입니다.

친환경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Eco-Investment

Eco-Investment 실행과제 및 추진 계획

전철화∙복선화 등

철도 투자 확

쾌적한 광역철도망 확충

고속철도망 확충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열차 개발

철도 수송 전환

유도 정책 시행

(Eco-Policy)

전철화율 확 (53.5% → 73.1%), 복선화율 확 (41.4% → 64.1%)

비전철 구간도 운행이 가능한 화물 전기기관차, 고정 편성 화물열차,  

친환경 에너지 열차 등 (국가 R&D 과제로 추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2배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화 등의 교통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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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투자는오롯이

이익입니다!
‘ECO-RAIL 2015’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2015년까지 총42조원의 투자가 필

요합니다. 코레일은 경 효율화를 기본으로 삼고, 용산 역세권을 포함한 역세

권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신성장 동력 마련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7조원의 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

통부문 투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투자라면, 그 이익은 이루 다 환산할 수

없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환경과 경제와 일자리를 모두 해결하는 투자라면,

그리하여 미래 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투자입니다.  

경부고속 1단계 (240.4km) → 2단계 (407.6km) → 호남고속 1단계 (638.5km)

광역철도 거리 429km 확 (146%, 294.1km → 723.2km)

We Will Construct Global                            ECO-RAIL Infrastructure



ECO-RAIL Effects

‘ECO-RAIL 2015’의 목표는 철도의 역할 증 를 통한 녹색강국 실현입니다. 2015년까지 철

도의 수송분담률을 지금보다 약 2배로 향상시키면 21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

니다. 철도는 지속 가능한 녹색 인프라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

다줄 것입니다.‘ECO-RAIL 2015’는 지속적인 비용 절감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1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ECO-RAIL과 함께 누리는 녹색강국의 세상! 맑은 공기와 편리한 환

승과 빠르고 쾌적한 속도, 그리고 더 가까워진 도시들이 빚어내는 시너지가 우리 사회를 한

껏 푸르게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철도가 푸른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The New Perspectives in ECO-RAIL

ECO-RAIL과함께누리는
녹색강국의세상

2015년까지
에너지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 절감 약14조원
2015년까지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약7조원

2015년까지 연인원110만명 이상 고용 창출

21조원

1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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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매년 일자리 �
�



Great KORAIL

한결같이 달려온 109년이었습니다. 동맥처럼 펼쳐진 레일 위로 만남과 활력이 오간 시간들.

철도는 이 땅 곳곳으로 변화의 에너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레일 위로 근 화와 산업화의 시

간이 흘 습니다. 도로교통의 뒤안길에서 제자리 걸음하기도 버거운 시간 속에서도 철도는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빠름과 첨단기술의 위용을 보이기 시작한

지 4년여. 이제 우리는 Great KORAIL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철도가 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이 되는 길! 새로운 녹색성장 비전‘ECO-RAIL 2015’로

녹색강국을 견인하는 길! 그 길이 곧 Great KORAIL로 가는 길입니다. 에너지와 복지와 경제

와 맑은 공기와 새로운 일자리가 어우러진 한민국, 그 풍요롭고 강 한 품 안에서 우리 국민

들이 우리 후손들이 신바람나게 엮어갈 새로운 미래를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Great KORAIL

을 약속합니다. 

녹색성장비전으로
Great KORAIL을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