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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코레일이 이끌어가겠습니다.

철도는 1899년 증기기관차를 시작으로 2010년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까지 1세기가 넘도록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경제발전을 쉼 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전개통과 2011년 전라선 용산
~여수EXPO 개통 등 지속적인 고속철도망을 확충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로벌 경쟁력은 ’11년 UIC 통계발표에 의거 고속철도 운행 정시율 세계 1위, 안전성
세계 3위를 달성하여 명실공히 고속철도 선진국으로 도약 하 습니다. 이는 전국을 반나절 거리로 단축시킨 철도가
여행과 비즈니스 동반자로 국민의 시간과 공간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라는 경 미션 아래 국민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만
5천여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로벌 종합운송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엔 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에 가입하여 국제 기업윤리 협약을 통한 환경경 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제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1% 증가 할 때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사용
절감으로 연간 6천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교통수단인
철도는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라 자부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공사는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KTX 서울~부산, 경춘선 상봉~춘천간 및 물류분야 최초로 탄소
성적표지를 인증 받았으며, 친환경 기업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에게 다양한 그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철 자전거 휴대 공간마련, 철도이용 화물수송업체 녹색
마일리지 부여, 철로변 녹화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 철도 여행이 언제나 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친환경 미래 신성장산업인 철도부문에 2020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을 1시간 30분대의
철도망으로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하 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는 녹색성장의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친환경 로벌 운송그룹으로 발전시켜 세계최고의 철도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철도 이용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고객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녹색 교통수단으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CEO’s Message

2012. 5 한국철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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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환경, 미래와 막힘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로벌 종합

운송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Vision

경 방침

경 목표

전략방향

12대 전략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고객지향

01 고객만족도(PCSI)
02 철도수송분담률

국민편익 서비스 증대

고객감동 구현

경 효율화

철도운송사업 강화

03 철도사고율
04 지속가능경 지수

녹색안전철도 구현

절대안전체계 강화

노·사 국민 상생

윤리·환경경 실현

05 신성장사업 매출
06 계열사 매출액

미래성장동력 육성

다원사업 활성화

계열사 사업 최적화

기술사업 확장

07 핵심인재 양성
08 R&D투자비

첨단운 기술 선도

인류인재 육성

핵심기술 확보

성과중심책임경 체계확립

사회책임 창의혁신 인재경

미션 : 안전하고풍요로운삶을창조하는Green Network
● 철도사업과 다양한 다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있는 미래를

제공하고

● 인류의 소중한 생활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대륙을 통한 국제적인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경 목표
● 2020년까지 신성장사업매출을 6,195억원, 업이익률을 14.5%로 올려 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며,

● 철도사고율을 0.055건/백만km로 낮춰 안전성 세계 1위 도전과

● 철도수송분담률을 27.3%로 높이는 것입니다.

1조원

업이익 안전성 수송분담률

세계1위 27.3%

비전 : 고객, 환경, 미래와소통하는국민기업 KORAIL
● 철도의 주인인 국민을 만족시키고 사회적 공헌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 단계적 발전구도

철도사고율

新사업매출 : 억원]

업수익 : 

업흑자 : 억원]

여객수송분담률 :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Mission

코레일비전선포 (’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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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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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112년 동안 겨레와 함께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철도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 코레일로 다시 태어나 시속 300km를 넘어 400km로의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철도 112년 History설립목적
철도운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 혁
1899. 9. 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

1963. 9.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1974. 8. 수도권(서울~수원, 구로~인천)전철 개통
1999. 9. 한국철도 100주년
2004.4. 한국고속철도(KTX) 개통
2005. 1. 한국철도공사 발족 (한국철도공사법)
2010.1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1.10.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KTX 개통
2012. 2. 경춘선(용산~춘천) ITX 개통

주요사업
운송사업
철도여객·화물 운송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임대및수탁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역세권및다원사업
●역세권 및 공사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 사업

●종합물류, 관광, 해외사업,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사업

since1800~1900 경인선에 첫 기적소리를 울린 이후 100년을 넘게 달려왔
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발전을
거듭한한국철도의발자취는곧대한민국의역사이기도합니다.

1933년
부산·중국 봉천

1980~2000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이 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세계의 어떤 기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친환경 그린네트워크세상을 열어갑니다.

1960~1980

길은 언제나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대한 길을 꿈꿉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가능성을 여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열어갑니다.

1900~1960 달린다는 것은젊다는 것입니다
달린다는 것은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내달릴 한국철도공사의 푸르른 꿈!
그린 네트워크, 코레일

■ 열차속도 20km/h 305km/h
■ 역 수 7개 652개
■ 운행횟수 1일 4회 1일 3,200회

1905년 1955년

2000~
KTX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속 300km의 고속주행으로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를 연 KTX! 개통 이후
성공적인 운 뒤에는 세계수준의 철도를 꿈꾸는 KORAIL의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a. 1887년
b. 1899년
c. 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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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능동적 경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계열사 관리를 통하여 로벌 교통

리더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및인원

조직
●본 사 : 6본부·7실·4단·63처

●소속기관 : 12지역본부, 15부속기관
[2012. 4. 1 기준]

인원

인력운
공사 출범 이후 경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첨단기술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로 철도운 인력구성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 장

부사장

기획조정본부
(환경경 처) 여객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본부 사업개발본부 기술본부

비서실

연구원

기술기획처

지역본부

정보기술단

이사회

감사위원회홍보실

감사실

경 혁신실 인사노무실 재무관리실 수송조정실

해외사업단

차량기술단 시설기술단 전기기술단

안전실

상임감사위원

인재개발원 회계통합센터 철도교통관제센터

특별동차운 단

철도차량정비단 시설정비사무소

고속철도
시설사무소

고속철도
전기사무소

서울정보통신사무소

※ 지역본부(12) :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경남

해외주재(프랑스)
프랑스 SNCF와 고속철도 기술교류 및 협력과 KTX 부품의 효율적 구매를 위하여 해외주재를
운 하며, 유럽철도정책, 철도기술 등의 동향 분석의 전초기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계열사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생활, 철도 물류 수송 및 광고 등 코레일과 6개 계열사가 혼연
일체가 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레일유통 철도역 구내 업 및 광고 대행업 자본금(20억원) 지분율(100%) 인원(366명)

● 코레일로지스 철도 물류 수송 자본금(77억원) 지분율(92.1%) 인원(74명)

● 코레일관광개발 철도관광레저, 열차내 서비스 자본금(20억원) 지분율(51%) 인원(946명)

● 코레일네트웍스 승차권 발매 위탁, 역사 및 회원관리 자본금(72억원) 지분율(89.5%) 인원(1,484명)

● 코레일테크 철도차량·시설·전기 유지보수 자본금(19억원) 지분율(97.3%) 인원(53명)

● 코레일공항철도 공항철도 운 및 건설 자본금(2,700억원) 지분율(88.8%) 인원(476명)

연도별 인력 현황

분야별 인원구성
[2011.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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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수송의 허브로서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원을 기반으로 고효율·

친환경 교통수단의 강점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네트워크망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 역확대를통해수익창출에노력하고있습니다.

●열차 운행 횟수는 약 2,893회/일 운행되며, 수송량은 128.4백만인Km/일로 고객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업현황
●코레일은 업을 위한 652개(고속철도 정차역 38개)의 역과 업지원을 위한 229개의 사업소로
구성 운 하고 있습니다.@

R여객 취급역 448개, 여객·화물 취급역 104개, 화물 취급역 30개, 비 업역 70개

●철도거리는 총 3,558.9km(고속 368.5km)로써 총 89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철도 수송을 위하여 복선·전철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을 위한 철도차량 보유량은 총 18,385량으로써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고자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RKTX 1,110량, 기관차 498량, 동차 2,820량, 객차 1,080량, 발전차 156량, 화차 12,705량, 기중기 16량

업손익
●코레일은 ’13년 업 흑자달성을 위하여 경 효율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역 및 사업소@@@@@@@@@@@@@@@@@@@@@@@@@@@@@@@@@@ [단위 : 개소]

업거리 @@@@@@@@@@@@@@@@@@@@@@@ [단위 : km, %]

경 효율화 방안

R

주요사업별 매출규모 [단위 : 억원]

전라선(익산~여수)개통식 ITX-청춘열차

다각적인수익창출
●여객운송수익 확대를 위하여 신규노선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전라선 KTX 개통 마케팅, 경춘선 준고속
ITX-청춘 프로모션 등)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한 차별화 마케팅(수요에 따른 좌석 운용, 등급관리
운임체계 등) 전개를 통하여 여객운송수요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횟수@@@@@@@@@@@@@@@@@@@@@@@@@@@@@@@@@@@@@@@@@@@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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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수익 창출을 위하여 화물기차태우기운동 및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신수요 창출
기반을마련, 운 중에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역·열차 연계 편리성을 활용한( 상방송, 회의실 임대 등) 사업 추진, 철도 물류
하역·창고업등을통하여총 220억원(연) 수입창출을하고있습니다.

KTX 시네마사업

KTX 1억명( ’07년), 3억명( ’12년) 이용축하행사High Speed Traffic 2007

●이는 KTX가 속도와 안전성을 기반으로한 탁월한 운송효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음을시사하며, 고속철도개통으로우리나라의교통지도가새롭게그려지고있습니다. 
특히 2010년 KTX-산천 운행과 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 으며, 2011년 전라선(용산-여수간) 개통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간의
가치를가져다드리고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KTX개통(2004년 4월 1일) 이후 2007년 4월 21일 KTX 이용객 1억명 수송,
2012년 2월 21일 이용객 3억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6번씩 KTX로 여행한 셈이며, 지난 8년간 KTX 운행거리는 총 1억7400만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1억4960만km)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KTX 수송현황
● 코레일은 2007년 KTX수송량 100억인km을 달성하여 철도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UIC(세계철도연맹) 통계자료에 의하면 KTX 수송량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 습니다. 또한 정시율은 세계 1위, 안전성 부분은 세계 3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TX 고속철도망구축방안

하역장치임대사업

물류수송인프라확충(137억원증수송효과)

●또한 내일로 기차여행, 한류열차 등 고객에 맞는 철도관광상품 개발 운 을 통하여 연간 339억원의
수익증대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철도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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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Rail)위의속도혁명

2011년 의대외평가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대통령 표창

에너지절약 유공 국무총리 표창 / 동반성장 공기업부문 최우수기관

KoBex SM(지속가능경 실태조사) 3년 연속 AAA등급 획득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유공 대통령 표창 / 소비자중심 경 대통령 표창

나눔실천 유공 기관 포상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도시철도분야)
로벌 스탠다드 경 대상(사회책임 경 )

국가브랜드대상

하이스트 브랜드 인증(KTX)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12년 연속 대통령상 / 콜센터 서비스 부분 KS인증

앱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LACP 지속경 보고서 부문 금상 수상

안전하고 정확한 철도의 가치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차원 높은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인증

●민간협회인증

브랜드

●8년연속대한민국100대하이스트브랜드인증
R브랜드스탁선정철도부문브랜드가치 1위

●’11년도코레일고객선호도 86.3%   
R’10년대비 7.7% 상승



2011 Environmental Annual Report

안전하고정확한열차운행

철도의효율성

사회환원

●정시율세계 1위

운송사업효율성

●교통시장점유율( ’11년) ●대수송교통분담률

●사회공헌활동현황
코레일사회공헌활동수준

●안전성세계 3위

R2011년 UIC통계발표 기준

[단위 : 사고건수/백만km][단위 : %]

R2011년 UIC통계발표 기준

R2011년 UIC통계발표 기준 OECD 국가중 노동생산성 12위

R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시장점유율임 R자료 : e-나라지표

R출처 : FKI전국경제인연합회「2010사회공헌백서」

연도별 KTX 정시율

국내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단위 : 백만 TOE]

국내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정부는 2020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이라는목표를국제사회에약속하 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총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감축은

대단히중요하며, 이중친환경철도는가장강력한온실가스감축수단이라고할수있습니다.

에너지고효율교통수단철도
●철도는 타교통수단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은 에너지 고효율 교통수단입니다. 국내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향을
주고있습니다.

●철도는 높은 수송분담률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고효율 교통수단으로
화석에너지고갈및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는최선의교통수단입니다.

R자료 : 2010년도 에너지 통계연보(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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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송분담률(여객15.6%, 물류5%)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다 합쳐도 교통분야 전체 배출량의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철도가가장중요한수단 임을보여주고있습니다.

효율적인철도
●철도는 환경오염이 매우 작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도로와 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 등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위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합니다.

● 철도는 환경오염비용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도로혼잡에 따른 시간적 비용
등에서도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의저공해성
●철도는타교통수단과비교하여소음공해김각성이가장낮은쾌적한교통수단입니다.

R자료 : 「교통관련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방안」

R출처 : 코레일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비 철도수송효과 분석
보고서 2009」

저탄소녹색성장
견인과지구온난화를막는착한교통

수송분담률 1% 증가시 연간 약 6,000억원 절감
- CO2 배출비용 절감액 : 308억원
- 에너지사용 절감액 : 5,755억원

사회문화적 효과
- 비즈니스 패턴변화(당일 출장)
- 지역균형발전, 관광활성화

산업기술적 효과
- 관련산업의 기술 축적
- 미래의 중점 과학기술 발전

Low Carbon,

Green Growth

CO2 배출
● 여객 : 승용차의 1/6
● 화물 : 화물차의 1/8

에너지소모량
● 승용차의 1/9
● 화물차의 1/10

연간사회적비용
● 도로의 1/50

토지이용효율
● 도로의 20배

저탄소교통수단철도
●철도는 타교통수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저탄소 교통수단입니다. 국내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20%에 이르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교통부분의
감축목표를가장높은 34.3%로책정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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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중점추진과제
●환경경 기반을 다지기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4대 중점추진과제 및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환경
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방향

환경경 부문 3대전략과제
●코레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 및 환경보전 실천에 바탕을 두고 전사적인 환경개선활동을
추구함은 물론,@지구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선진 환경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 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제

세부추진과제

친환경경 시스템구축

탄소경 기반 강화
철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능동적 대응
에너지 절약 고강도 시행

환경운 관리
고도화

지속가능한 환경경 추진
환경오염 저감활동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선진화

환경역량
LEVEL-UP

철도 환경회계 도입 기반 구축
환경경 정보시스템 활성화
환경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략적 환경소통
철도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으로 환경사랑 실천
환경 네트워크 및 녹색홍보 강화
환경 프로보노(Pro Bono) 전사 확대

환경운 관리 최적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정보 대내외 공개
환경경 정보시스템
LEVEL UP
친환경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투자
환경오염 저감 활동
전략적 환경소통

전사적온실가스감축추진
탄소배출권거래시장대비
녹색사업발굴및지원
녹색환경실천과제추진

환경경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 기반의 확고한 구축

친환경녹색철도 구현
●2012년부터 시행되는「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능동적 대응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으로 환경오염 등 환경리스크 저감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사용계획량 대비 10% 절약

●환경경 체제 구축 : ‘환경은 비용이 아닌 비용절감 및 성장동력’

코레일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및철도산업발전을담은녹색경 비전을 2008년 10월에선포하 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 기능전략에 친환경경 시스템 구축 등 3대 환경경

전략 과제를 수립, 녹색경 에 적극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

2

3

4

환경경 비전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선진 철도기관 및 최고기업 수준의
고도화된환경경 정착을위한비전달성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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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환경관리를위하여내부적으로는전사환경전담조직을두어각현업의환경, 온실

가스·에너지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적극적인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부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2

명

처
원
4
명

처
원
3
명

팀
원
1
명

T/F

환경기술인

환경업무조직구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업무강화에 따라 환경경 조직을 확대(’10.11)하 으며, 현재 소속별 총 183명의
환경담당자로구성되어운 하고있습니다.

@ @· 본 사 : 12명@@@@@@@@@ · 지역본부 :@ 49명
@ @· 정비단 : 13명@@@@@@@   · 사무소 등 : 109명

철도환경자문회운
●코레일은 시민환경단체 및 외부의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철도환경자문회를 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환경 정책 수립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 하고,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간의 유기
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운 되고
있습니다.

철도운 기관환경협의회

●’09년 8월을 시작으로 11개 철도 운 기관간 정기적(연2회) 상호 교류를 통하여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 등 현안사항 대응 및 우수 사례 정보공유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의업무협약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및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 있어 한국환경공단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철도 토양, 소음, 실내공기질 등 공사의 주요 환경
현안사항을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인력양성
●코레일은 2010년 1월 환경부로부터 녹색성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녹색
마인드 및 환경의식 향상, 환경시설물 운 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환경인력개발원등외부전문기업의위탁교육과정을통하여전문인력양성에도힘쓰고있습니다.

인터넷환경카페활용

●철도환경사랑카페를 활용하여 소속별 환경담당자들의 다양한 환경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R카페주소 http://cafe.daum.net/echo-korail

환경뉴스클리핑운
●최신 환경기술 동향 및 녹색제품 기술 현황과 국제 에너지 동향 및 정세, 환경관련 논문, 환경사고
및 이슈를 공유하는 장으로써 환경뉴스 클리핑을 운용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우리공사에 접목 가능한 타 기업의 환경업무 추진 사항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도환경자문회

철도운 기관환경협의회

환경공단과의업무협약( ’11. 6)

녹색교육기관지정 녹색강사양성교육

환경카페

환경조직현황

본사조직
(환경경 처)

(

기
획
파
트)

(

운

파
트)

(

용
산
토
양

)

본

부

장

1

명

처

장

1

명

파

트

장

1

명

처

원

1

명

본부조직 12개

수

질

대

기

소

음

현 업

단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1

명

파

트

장

1

명

처

원

1

명

차량정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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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관리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분야별

환경관리에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경 정보시스템
●철도환경 운 의 정량적 데이터 구축 및 전산화를 통하여 정보 분석·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하 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정보관리, 환경시설물 정보관리, 환경비용 관리 및 녹색
제품 구매지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 현업소속의 환경자원 및 정보 공유와 환경회계 시스템
구현을 통한 환경투자 및 시설관리 등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환경비용관리
●코레일은 환경비용투자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분야별 환경투자·
비용을 분석 하고 있으며, 

●부서의 합리적 업무 수행과 설비투자 등 경 층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환경정보공개
●홈페이지(www.korail.com)을 통해 환경경 콘텐츠를 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각종 환경 데이터를 등록하여 홈페이지 방문자 및 고객에게 투명한 환경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환경경 및 환경보호활동 등을 수록한 환경경 보고서를
2006년부터 발간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획득
●다양한 환경관련 기계 사용 소속인 차량정비단(수도권, 부산, 대전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ISO
14001 획득, 관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인증 갱신 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사적인 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ISO 14001 인증서

환경경 정보시스템

R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ISO 14001 인증취득소속

환경경 정보 공개(코레일 홈페이지)

[단위 : 천원]

코레일환경경 추진핵심동력으로의

환경경 정보시스템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환경규제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온실가스배출원,  배출량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녹색제품 정보 관리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환경경 평가용 지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소음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환경경 정보시스템
기초정보

설비관리

구매관리

문서관리

업무포탈

재무관리

ERP시스템(KOVIS)

환경경 활동 체계적 관리 ERP시스템(KOVIS)과 통합

환경활동
등록관리

환경활동
지표평가

환경경
보고서
기초자료

지속가능
평가대응

체계적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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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환경의 질적인 향상 도모와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지도점검·컨설팅을 통한 각종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
●환경성과평가의 계량ㆍ비계량 지표에 대하여 평가 환류 등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
경 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ㆍ보완으로 환경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별 지표관리를 통하여 환경활동의 새로운 효익 창출 기반 마련과 전사적인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11년도 한해동안 에너지 절약 376억원, 환경비용 8.6억원 절감 등이 대표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도ㆍ컨설팅
●본사와 현업 소속 간 양방향 소통 강화와 소속의 자체환경경 추진실태 및 환경법규 준수여부 등을
지도ㆍ컨설팅하여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 지원으로 친환경 녹색기업
이미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ㆍ컨설팅 결과 우수사례는 전 소속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소속별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예방활동
●공사 사규인 철도환경관리규정에 의거 연도별 자율적인 환경점검활동 계획수립 후 본사 및 현업
소속별(21개) 상·하반기 각 1회씩 주기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R21개 소속 : 지역본부 12, 정비단 3, 직할 6

●또한 본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발생 시 특별·수시 활동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대응체계
●열차운행선 및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유류, 폐수 등)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수질·토양)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 사용 개소 인근에 환경비상용품을 비치하여
환경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응 능력 향상 조치 훈련(소속별
1회/년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체계 환경사고 발생 조치 단계

상황파악 보고 / 전파
사고초기 상황파악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전파1

대응 / 수습
유출오염원 응급차단 및 초동방제
오염물질 회수/수거2

사후관리
2차 오염방지
현장 원인 조사, 후속 방지대책 수립시행3

단계

환경성과별 지표관리

환경점검

점검결과환류

환경사고복구훈련(장평천) 

환경방제비상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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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탄소성적표지 인증, 녹화운동,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환경경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4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에서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선도하는기업으로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등국내의대표적인친환경

기관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정부포상
●『2011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대통령표창을 수상하여 온실가스저감 등 녹색
경 , 친환경기업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2011 에너지절약 유공』관련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 고,
@@R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탄소성적표지 인증, 철도녹화사업 등 활동사례(주최 : 지식경제부)

●『2011 우수방음시설 공모전』환경부장관상 수상 등 명실공히 친환경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가입및활동

●유엔 로벌 콤팩트는 세계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적 협약으로써 13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코레일은 ’07년 5월 가입, 이 협약의 멤버로서 환경원칙인“기후보호(Caring for Climate : The
Business Leadership Platform) 선언”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하스(LOHAS) 인증
●코레일은 전기기관차 구동축에 사용되는 서포트 베어링을 재생하여 다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저감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절감 및 신품 제작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배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한국표준협회가 교통기관 최초로 친환경 로하스 인증 마크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말합니다.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Sustainability) 란?

환경부주관의배출권모의거래제참여 - 우수기관선정
●환경부 주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여 3개 소속(부산경남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R『2010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환경부장관표창 수상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10) 기업은 부당가격청구 및 뇌물 등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9)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인 권

노 동

환 경

반 부 패

@로하스인증서

저탄소녹색성장유공표창 에너지절약유공표창

UN Global Compact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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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으로 환경기술 나눔을 시행함으로써 대표적인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2

● 코레일은 탄소경 전략 수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철도노선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적극 이행 등 지구환경의 보호와 인류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9년“ECO-RAIL 2015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전사적 투자계획
시행과 2010년“녹색철도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탄소경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감축, 철도 수송확대로 국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에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 

● 2012년 탄소경 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을 위해 자체 수준진단프로세스 도입과 진단으로
정량적 지표로 관리·개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지수 개발로 탄소경
수준진단과 병행하여 녹색경 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3 절전경 선도기업달성
●절전경 실천을기반으로기업의 4대중점활동을추진하여경쟁력강화및절전공헌을통해기업의
사회적책무준수를이행하고있습니다.

4 순환형자원관리의선진화
● 정부의 자원 순환형 정책에 동참하고자 폐기물을 버려지는 물질이 아닌 재활용을 통한 수익
향상 방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
설비 개선 등으로 자원관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환경프로보노전사확대
● 친환경 녹색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중·소 세 기업지원 환경프로보노 활동을
’12년부터 소속별 운 단을 구성하여 전사적 확대 시행함은 물론 그 지원 대상을 세기업에서
취약계층 아동들까지 확대 시행하여

● 코레일이 나눌 수 있는 환경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 국제적인 절차에 따른 기업의 탄소정보공개(CDP)를 추진하여 공기업 최초로 온실가스
전반에 대한 기업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기존 200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탄소경 매니지먼트,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공개
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산업별 CDP 참여 현황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특정기
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수준을 사전에 파악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기준

절전동참활동강화
●동절기 우리나라 전력위기를 대비하여 대국민 내복입기 캠페인 및 절전실천 동참 결의대회 개최,
동절기 절전 실태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생활 전기에너지 10%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절전나눔경 실천
●전기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통하여 적립된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크전력관리효율화
●최대전력인 피크시간 전력 관리를 위하여 최대전력제어시스템 운용 및 주간제어 수요조정제도
참여, 한전수전 계약종별 변경 관리 참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절전경쟁력강화
●전력 피크시간 수도권 전철의 운행시격 조정 및 역과 사옥건물의 LED 조명 보급 확대, 조명타워
원격조정 시행, 통신장비 운 열에너지를 이용한 사무실 난방 등을 추진하 습니다.

4대 중점추진과제

냉매회수재생기

탄소경 선두기업코레일

에너지 절전서약식

역사LED 조명보급

환경프로보노활동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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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탄소 대표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
● 친환경 철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라 할당받은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9.8천톤 보다 많은 17만톤의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인벤토리
● 온실가스 배출원은 철도 수송에 따른 철도 운전용에너지, 철도시설물 운 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온실가스배출현황
● 201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4만 5천톤으로 기준년도 배출량 166만 4천톤 대비 4.7% 증가하

습니다. 이는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철도에 정부의
투자증가로 신규 철도노선 개통 및 철도차량 운행량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 철도의 지속적인 운행량 증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철도차량운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관리 기준년도(’07년~’09년도 평균) 0.90 kg/km
대비 2011년도에는 0.89 kg/km로 1.4% 감축하 습니다.

온실가스감축체계구축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위해 부사장이 주관하고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 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온실가스·에너지 실무위원회와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운 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활동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9,876 1,923,491

코레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철도차량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2eq]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2eq]

온실가스 배출

철도운전용에너지 생활에너지

철도차량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철도차량에너지)

[단위 : tCO2eq]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에너지)

[단위 : tCO2eq]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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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현황
● 코레일의 에너지 소비는 주로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1%가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이며 나머지는 생활에너지로 역사 및 철도기지, 신호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생활전기와 냉난방연료, 업무용 자동차연료 등이 있습니다.

● 특히, 전기철도차량의 증가로 인해 철도운전용 전력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면 오염
발생량이 높은 철도운전용 경유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사적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의 정량적 효과로는 ’11년 한해 동안 38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지속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개선·운 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친환경기업으로써 선두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탄소배출권모의거래시행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시행하여 사전경험 습득과

전사적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 : TJ]

[단위 : TJ][  단위 : tCO2eq ]

모의거래 효과@

정부의 운 프로세스코레일의 운 프로세스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부족 기업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흐름도

배출권 거래소
(환경경 처)

정 부

탄소배출권 잉여 기업

A부서
(배출권 부족 부서)

B부서
(배출권 잉여 부서)

모의거래 비용 효과

환경경 정보 시스템 모의거래 시스템

[단위 : TJ]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 (철도차량에너지)

[단위 : TJ]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 (생활에너지)

[단위 : TJ]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합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교통분야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비교

● 코레일은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교통분야 11개 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6개 업체 배출량의 64.4%에 달해 코레일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2011년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 1,744,551

철도 운전용 경유
562,192

철도 운전용 전력
1,006,112

생활전력
151,529

냉난방연료
18,760

업무용 자동차
5,958

2011년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
계 30,011

철도 운전용 경유
7,256

철도 운전용 전력
19,421

생활전력
2,925

냉난방연료
337

업무용 자동차
72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우수부서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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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비스의 운 및 철도차량 정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하고 고객들에게 환경부 탄소성적표지로 공인된 우리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업이익(약 4조 9천억원)의 11%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용에너지와 역사 등의 생활에너지로 이원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인증
● 철도분야 최초로 코레일의 대표적인 운행노선인 KTX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고, 이어 도시철도인 경춘선 상봉-춘천 구간과 철도물류에 대해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 습니다.

● 이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물류기업에게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녹색생활실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코레일의 노력입니다.

●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코레일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전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으로, 자동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앞서는 저탄소 철도의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경 진의에너지절약의지
● 경 진은 생활에너지 10% 절감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기 위하여 절전 실천 동참

결의 대회를 시행하 습니다.

전사적에너지절약의식고취
● 전직원이 동참하는 에너지 절전실천서약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 으며, 그린리더

양성교육(환경부 주관)을 통하여 에너지 멘토 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 하고, 

● 내복입기운동 등의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내역

For Green!  Four Green! 캠페인

9.98kg

2.09kg

45.1g

탄소성적표지 인증구간 도로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여 경 진 절전실천 결의

내복입기캠페인Green 콘센트 Green PC

Green S/W Green 전등

탄소성적표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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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용에너지절약
● 코레일 에너지 소비에 91%를 차지하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철도선

진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추진활동으로는 열차의 경제적운전법(ECO-driving) 추진, 동력차량의 공회전 방지, 차량검수 공
회전 방지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전기차량도입
● 디젤차량 대비 3배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차량을 우선 충당 운행하여 운전용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적 LED 조명보급확대
●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건물에 대한 LED 조명 보급뿐만 아니라 열차 내 객실 조명을

LED 조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용 에너지 절감 활동

디젤동력차량 유전소비량 절약 강화 및 철도차량의 효율적 운 을 통해 연간 112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달성 하 습니다. 

체계적 운전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운전을 연료절약을 위한
경제적인 운전기기 취급 기준 매뉴얼 [안]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 소비량 및 운행 실적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에너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동정지 활동 에너지 절감액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운전용 에너지 총 절감액

발전차 연결 생략 에너지 절감액

동력차 무화회송 에너지 절감액

연료사용 전산시스템 관리(XROIS)경제적운전법 교육 교안

전동차 객실 LED 조명 보급 현황 [단위 : 량, 백만원]

[단위 : 량]

[단위 : 백만원]

LED 조명 보급 교체량(전동차)

LED 조명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금액(전동차)

일반열차 객실 LED 조명 보급 현황 [단위 : 량,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량]

객실 LED 설치 객실 형광등/LED등 비교

사용수명

향후 연도별 전기차량 도입 예정 [단위 : 량]

※ 구매 계약기준

LED 조명 보급 교체량(일반열차)

LED 조명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금액(일반열차)

차량별 환산키로

전기차량 도입 계획

[단위 : 천km]

소비전력

전기동차 [단위 : 량]

간선형EMU    [단위 : 량]

32%

68%

2011

35%

65%

20102009

3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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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용전력저장장치운
● 운전용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부고속선 용정구분소에 고속열차용 전력 저장장치를

운 하여 회생전력의 재사용으로 연간 약3억원(3,377MWh)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달인만들기교육프로그램
●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전 구성원의 에너지절약 달인만들기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에너지

절약 자가 점검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과제관리
● 코레일은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및 과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 과제는 실질적 추진을 통하여 경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너지절약추진실적
● 공기업 선진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동참하는 녹색생활실천 및 선도적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42억원의 생활에너지 절약을 달성하 습니다.

에너지절약프로그램
● 코레일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운 하여 전직원이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을통한생활에너지절약
● 전사적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소속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 하여 에너지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운 하여 생활에너지
10% 절감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의 전기절약 실천운동으로 코레일은 ’11년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연탄
256,954장 (125백만원)을 빈곤층에 지원 하 습니다.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용정구분소)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조명타워 조정장치

녹색생활 실천의 날@

[단위 : 백만원]
에너지절약 과제 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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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와 차량기지, 철도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과 기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사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새로운키워드,‘녹색’
●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고자 코레일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도입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시행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12년부터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향후 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정된 전기공급 의무자는 공급의무량을 충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
하고 있으며, 이에 코레일에서는 건축물 지붕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가중치 1.5)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비별 발전량 검증, 녹색에너지 시장의 확대 가능성 및 가격 경쟁력을 분석하여 투자ㆍ
개발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의특징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 ’12년부터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년
이후에는 2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태양광ㆍ풍
력ㆍ지열 등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 중에 있습니다.

운정역 (태양광)
발전용량 : 17.4kw/월

철도박물관 (태양광)
발전용량 : 60kw/월

여수엑스포역 (태양광)
발전용량 : 30kw/월

대전정비단 종합관리동 (태양광)
발전용량 : 21kw/월

울산역 (지열)
냉난방 2기

순천역 (지열)
냉난방 3기

김천구미역 (지열)
냉난방 4기

신경주역 (지열)
냉난방 3기

전기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발전단가 비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성

장기간에 걸친
R&D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시장 신뢰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위험요소가 많으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회임기간이 많이 소요

신·재생에너지 기술간 상호
경쟁이 치열하여 향후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각국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향을 받으며
정부가 창출하는 시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분야

고위험
고수익

기술의 불확실성
및 기술간 경합

높은
정책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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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환경시설 투자 집행금액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써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각종

오염 물질의 적법한 처리와 해당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분야별 환경리스크 관리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투자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개량 및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미래 환경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재활용 및 용수절감 노력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
● 철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철도차량 세척 및 정비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각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구분됩니다.

배출수수질관리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위탁 또는 자가 처리하여 자연

수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행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량

폐수처리시설 개량

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집유조 슬러지 제거

폐수 처리량
[단위 : ㎥/년]

객차 오수량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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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한 방류수를 철도차량 세척수, 화장실 위생용수 및 화단 조경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수절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의 구성

폐수처리시스템 계통도

수자원의효율적관리
● 코레일은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절수용 수도설비 확충

및 절수 캠페인 시행 등 수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 및 차
량기지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용하여 기후변화
에 대비한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급수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개량을 통해 동절기 불필요한 수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며, 수도 토출구에 절수용 디스크 부착 및 휴대용 수압측정기 제작ㆍ운용으로 연간 약 3억
5천만원의 용수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TX 객차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연간 15%의 용수절감으로 약 25,600천원 절감 효과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확대

절수디스크 설치

연간 약 3%의 용수절감으로 약 33,000천원 절감 효과

휴대용 수압측정기 운용

빗물 재이용 설비 (대전 철도차량 정비단)

홈지붕 개량 빗물 재이용 (사북역)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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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장치 개선으로 미세먼지농도를 기존 44.1㎍/m3에서
19.7㎍/m3 로 감소 시켰습니다.

대중교통수단실내공기질관리
● 코레일에서 운 하는 열차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공기질 권고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열차 객실의 청정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톤치드* 효과를 유발하는 공기정화 필터 설치
및 공기공급 용량 설비 증대 등 객실 공기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R피톤치드(Phytoncide) : 숲 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

실내공기질측정결과

● 일반 객차중 하부탑재형 공조장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흡입덕트 개량 및 토출공기 덕트 교체
(66량)로 객실 내부 공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역 사

KTX 객실 공기질 개선 [단위 :  ㎍/m3]

● 열차 객실 내

2년간( ’10~ ’11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용산역(대합실) 측정결과

● 자동측정망 운
용산역에 설치( ’09.12)된 자동측정망 측정결과 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의 37%, 이산화탄소 51% 수준으로 양호

객차 공기조화 장치 개선

[개선전]

[개선후]

3년간(’09~’11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고객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역사 및 차량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검수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하여 시설물의 설비보완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관리
● 철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철도차량의 검수 및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탄화수소

(THC)와 철도차량의 운행시 발생되는 매연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방지
시설 설치 및 개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및 지상역사(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며,

● 지하 공조설비 관리, 냉방설비 일제점검, 역사 환기시설 관리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개량을 통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64개 전 역사(지상 29역, 지하 35역)가 법정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보수

역사 내 공기질 측정

객실 내 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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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방지대책
● 전국 차량사업소 등 차량정비기지에서 운 중인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토양·수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 유류탱크의 지속적 개량, 유류배관 지상화, 주유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낙유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 유흡착재 설치 등 토양오염방지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구내등토양오염우려개소관리
● 철도차량의 낙유, 차륜 도유기에서의 윤활유 분사 및 선로전환기 도유 등 다양한 유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류 사용개소의 관리방안으로 차량대기가 빈번한 개소 및 차량 입출고선에 대하여 선로용
유흡착포 설치, 도상 치환 등 오염방지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로전환기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생분해성 윤활유 도입 및 무도유 분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est

철도부지의 적정 토양관리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며, 녹색 철도환경 유지로 친환경 기업이미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 환경부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1,521개의 측정망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철도 부지의 토양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코레일은 환경부와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정보를 공유하며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철도용지
측정지점을 기존 36개소에서 24개소로 축소하여 변경ㆍ고시하 습니다(’11.03.31).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토양오염도 변화추이(환경통계연감)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현황(’10년 36개소→’11년 24개소)

토양오염유형
● 과거 철도부지 내 토양오염은 철도차량 연료 및 윤활유 사용으로 인한 유류(TPH*) 물질이

주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용 연료 저장소

철도차량 낙유관리 각종 매설 배관류 관리

선로 유흡착포 설치 무도유 분기기 설치

연도별 토양측정망 현황
[단위 : 개소]

[단위 : mg/kg]

[단위 :  개소]

2010년

36개소
2011년

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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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11년) @@@@@@@@@@@@@@@@@@@@@@@@@@@@@@@@ [단위 : kg/년]

폐윤활유 재생장치

● 철도 시설장비 작업 시 발생한 토사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멘트 제조 대체 연료로 재사용
하여 연간 61백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 차량사업소에서는 열차 정차를 위한 마모성 폐 브레이크슈 파쇄기를 제작·활용해 폐기물 절감
및 철편을 분리·매각 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열차검수 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폐 공기호스(1,723개)를 기존 폐기물 처리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선장비(밸레스타 콤팩터)의 브러쉬로 재활용하여 물품구입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연간
34백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 활용 폐 브레이크슈 파쇄

분리 준비 프레스로 압착

폐 공기호스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역·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잔반없는 날을 지정하여 우수 직원에게

머그컵을 증정하고 있으며 에코식단제를 통해 남는 식재료는 식품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유재생사업지원
● 열차의 기관실 및 기타 기계류 등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위한 전문기업에 ( ’08년

사내 벤처 공모·선정) 기술개발 지원을 하 습니다.

사업중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감과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별로 다양한 폐기물

재활용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저감활동
●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 실명제, 분리 배출 시간 지정운 , 폐기물 재활용 등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별 적정 보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소속 평가시
폐기물절감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재활용
● 역사 및 사업소 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저감과

● 여러 홍보용 폐 현수막을 수거하여 쇼핑백, 앞치마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열차운행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형태가 상이하여 배출원별 특성에 맞도록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톤/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제외

폐 현수막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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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생활소음줄이기
● 정부는 ’06년 제1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이어 ’11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R전국 소음진동 민원 42,400건중 교통소음 민원은666건 (15.6%) 차지 (출처 : 환경부) 

● 대표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소음·진동 규제 기준의 조례화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분쟁 피해금액 현실화 등이 있으며,

● 이에 코레일에서는 저소음 차량 도입 및 레일 장대화 관리 등을 통한 철도운행소음 저감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진동저감노력
● 철도소음은 크게 네가지로 추진 장치에 의한 기계소음,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음, 열차 전두부,

판토그라프에 의한 공력소음, 기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경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에 해당 구분별 소음 저감을 위하여 분야별 예산 확보 및 로드맵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지점현황

연도별 철도소음측정 현황(’09~’11년)

지면위 최고예상층

기계소음
- 기계소음이 큰 디젤전기기관차를 저소음차량(전기

동차 298량, EMU246량)으로 교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 ’11~ ’13년까지 계약기준 도입계획

전동음
철도공단과 협의 하에 ’15년까지 본선 3,998km
중 3,689km(92%)의 레일을 이음매가 없고 고중
량의 장대레일 설치·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레일 : 길이가 200m 이상인 레일

공력소음
차량도입 시 ISO-3095 기준에 의거 차량 설계·
제작에 반 공력소음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 ISO-3095 : 철도적용 소음 측정 국제규격

기타 운행소음
인구 집 지역 관련하여 기적 취명 자제에 대하여
승무원 특별교육을 시행하며,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11건) 시행 등

코레일은
철도소음저감에
적극관리하고있습니다.

저소음 철도차량

소음저감장치 개발

해외 철도교통(공기전달) 소음 기준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하여 열차제작 단계에서부터 저소음

차량을 도입하고 선로 신설시 관계 기관에 효율적인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반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인근 녹화사업을 통하여 방음효과 및 고객 여러분께

편안한 여행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소음기준
● 현재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 수단중 철도는 오염물배출량과 다수송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인구 접지역, 교통 노선 근처라는 운행 특성상 빈번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각국에서는 특성에 맞는 교통소음 기준을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소음측정망현황
● 환경부에서는 2004년부터 도심지역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을 권역별로 선정

하여 철도소음 측정망을 구축·운 중에 있습니다.

58dB(A) 

권역별 지점현황

디젤전기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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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의 환경 전문인력 인력풀을 활용 대전지역 주물공장 및 폐자원재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오염방지 등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 고, 희망충전 해피트레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268회(’11년) 열차타기 체험 및 환경캠프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2년도에는 환경프로보노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별 운 단 구성 및 코레일
홈페이지를 활용, 환경기술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및 아동들의 접수·신청을 받아
녹색 기술나눔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코레일의 노력은 ’11년 나눔 실천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과 로벌 스탠더드 경 대상(사회책임경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행복나눔 녹색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은 환경전문 지식을 토대로 중·소 세기업에 기술지원과 미래고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무료교육 지원 등 상생과 나눔경 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경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프로보노
중·소 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나눔·확산인 프로보노퍼블리코* 활동을 환경분야에 접목하여
멘토·멘티로 나눔 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는환경입니다!
● 정부의 녹색생활 실천과 범국민적 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철도역사, 철도차량, 객실 용품 등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 코레일 각 소속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사랑 홍보와 캠페인, 환경사진전, 에너지절약 아이
디어 및 환경표어 공모, 환경퀴즈 대회 등을 개최하여 녹색철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11년도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하고자 철도 주요역사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내복입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하 습니다.

객실내 환경홍보

철도차량 환경홍보

역(대합실)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캠페인

환경예능경연대회(전주역)

환경사랑 장학금 수여

폐휴대폰 사랑나누기합격떡 나눔 친환경비누 기증

환경나눔행사
● 역·사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폐지, 깡통, 폐카트리지, 폐휴대폰(1142대) 등을 분리수거하여 각종

NGO 단체에 기부하 고, 지역별로는 판매수익금에 대해 결손가족 등에게 환경사랑장학금으로
지급하 으며,@

● 폐식용유를 활용 친환경비누를 제작 복지센터에 기증하고 로리 농장 운 수익금으로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에 합격떡을 전달하는 등 환경나눔 행사를 시행하여 친환경 기업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참여로 조성된 적립
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지원

다문화가정 환경캠프 로벌 스탠더드 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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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twork 구성을 위하여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등 다양한 환경분야 이해

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인프라 구축과 운 을 활용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및 NGO 단체와 연계하여 연 2,041명(136회) 이상이 환경활동에 동참하 고, 환경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월별 자체 교육 및 각종 벤치마킹 등 17,933명(1,087회)이 참여 하 습니다.

환경보전활동
● 코레일은 공공성 실현 및 친환경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자연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으로는 소속별 1산(137개) 1강(126개)을 선정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각종 환경행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 주 1회 야근 없는 날 및 차량 5부제, 한달에 한번 승용차 없는 날(두발로-Day) 행사, 삼진아웃

적용 차량요일제, 지구촌불끄기 행사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참여(’10~ ’11년)하여 대외 환경우수기관과의 교류 및 철도의
친환경성을 홍보하 고, 철도의 녹색생활실천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 습니다.

지역사회의녹색실천인정
● 환경의날 자연보호 유공 기관표창(충북, 전남, 경북, 대전), 개인표창(충북), 환경보전활동(서울,

경북, 전남), 환경보전협회 표창(경북) 등 녹색실천에 대한 친환경기업으로 ’11년 한해 동안
총 10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열차강의실운행등산학협약
● 서울~신창(순천향대역) 1호선‘누리로’전철 구간에 순천향대학교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친환경 열차강의실』을 운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녹색업무협조
●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지자체, 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 산림청,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탄소

포인트제 업무협약 체결(충북,강원,전남,경북 등)을 통하여 환경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에코라이프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및 재활용에 협력하고 있으며,
(사)무궁화사랑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역광장 무궁화 길(100그루 식재) 만들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활동
● 지역별 명예환경감시원(916명)을 활용하여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의날 표창(충북)

열차강의실(순천향대) 

무궁화길 만들기( 양역)폐가전제품 수거 협약

탄소포인트 MOU(제천) 녹색 MOU(동부산림청)

환경의날 행사

그린휠 모범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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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녹색수송 강점을 활용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그린서비스로 환원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환경제공
● 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쉼터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간 제공의 일환으로 역광장 소공원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내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역에‘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살수차를 이용한 역사 광장 청소 및 깨끗한 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역사 외벽 유리청소를 시행하는 등 고객에게 그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레일은 항상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사청소품질평가
● 철도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용역사의@  품질 평가 시행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레일애플리케이션제공
● 종이로 발권하던 승차권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예약/결제/발권 모두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도록

on-line 커뮤니케이션 문화 공간인 코레일 앱을 운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철도 부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앱 어플

아름다운 화장실

역사 내부청소

역광장 소공원화

부산신항 철송장

자전거 주차빌딩(서대전역)

역광장 청소(서울역)

역사 외벽청소

인터모달 & 모달시프트
● 코레일에서는 철도와 다른 수송 수단을 연계하는 인터모달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교통

분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물류 수송의 확대를 위한 기존 육상교통 시스템에 철도와의 연계·확충을 통하여 철도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이나 자전거 전용주차장 확보 등 근거리 이동시에도
철도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들과의 녹색물류 MOU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와 녹색
성장 시대의 철도 물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수송연계교통망@ One-stop Service

철도는미래형교통수단입니다.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자전거는 가방에 접어 넣을 수 있으며,
무료로 차내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역주변대형주차장 역렌터카

그린네트워크
구현

철도편리성확충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연계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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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환경조성을 위하여 역광장, 선로변 등 공한지에

이해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푸른 철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푸른철길조성
● 철도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벽에 담쟁이 넝굴, 사철나무, 수목의 높이별 조성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푸른 철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푸른 철길 조성으로 철도소음 저감효과와 함께 철도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름다운 녹색여행 조성 및 온실가스 상쇄활동으로 선로변, 역 광장에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철도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화요초

기본개념

철 도

민간기업 지자체

녹색철도
지속가능한 철도
미래지향적 철도

벽면녹화 사업역광장 녹화사업(온양온천역)

꽃길 조성

광양시 철도공원 조성

노량진역 인근 식목행사 동대구역 꽃탑조성

그린나래 활동(대전충남)

녹화사업추진성과
● 우리공사와 99개의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동참하여 총 361개소 115십만 그루(본)의 녹화사업을

추진하 습니다.

기관별 참여실적

사업비절감 증가(126%) 식재수량 증가(37%) 녹화개소 증가(8%)

● 12년도에는 고객의 수요가 많고 환경 정비를 요하는 300여 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꽃길,
넝쿨 장미, 조경수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철도 녹화사업 일회성 아이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친환경 철도 사회공헌 활동으로써, 민간기업,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레일 전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는 지속적인 친환경 녹화 사업입니다.

레인보우 활동(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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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를 실천함으로써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환경 향 최소화와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관리
● 코레일에서는『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규*로 반

하여 녹색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용역 계약서, 공사 시방서 등 입찰공고 시 녹색제품 우선사용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있으며, 연간 추진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의거하여 구매실적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MRO, ERP) 구축·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판매
● 역사내 계열사에서 판매중인 KTX 캐릭터 상품(도시락, 스푼, 컵 등)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

해수지로 녹색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홍보
● 기업공시를 통하여 상시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녹색

소비 장려 홍보에 역사 전광판, 객실 내 모니터 및 방송을 통하여 녹색제품 구매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녹색제품 구매 이행을 위한 실천 서약 및 결의대회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직원의 녹색제품
구매 의식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그린카드 사용 등에 대하여 코레일 홈페이지 및 전국의 역사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터 1,160장, 리플렛 49,600장, 베너 110개 활용 홍보

녹색리더관리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리더 임명,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등 적극적인 녹색활동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녹색제품 구매 이행을 위한 실천 서약 및 결의대회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직원의 녹색제품
구매 의식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홍보 그린카드 홍보

임명장 수여 실천 결의대회

실천서약서

기업공시

MRO 시스템

ERP 시스템 프로세스

녹색제품 구매실적 분석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율

녹색성장 박람회

녹색제품실적관리
● 소속별 연 2회씩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구매향상 실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11년 한해

동안 시스템 구축(2회), 규정반 (3회), 설계용역 시방서 반 (79회), 제도개선(10회), 교육(105회),
구매이행 지시(30회) 등 녹색제품 구매에 노력하 습니다.

● 그 결과로 ’11년 정부경 평가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평가결과 92.62점을 획득(전년 대비
11.02점 상승)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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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매 품

코레일을 타는일!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는 길입니다.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