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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년, 고객과 함께한 국민기업 KORAIL이

새로운 100년을 위한 Green Network를 실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Introduction of
KORAIL



창조적 친환경 운송서비스로 

국민행복을 이끄는

첨단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1899년 증기기관차 개통을 시작으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 개통, 2010년 한국형 고속열차 KTX-

산천 개통까지 철도는 국가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가의 경제부흥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면서 114년의 역사 속에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한 코레일은 2012년 UIC(국제철도연맹)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발표결과, 안전성과 KTX 정시

운행율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여 선진 철도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코레일은 친환경글로벌 철도운

송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국

제 기업윤리 협약을 통한 환경경영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라는 경영 미션 아래, 환경관리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적

으로는 지구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 환경가치 실현을 위해 3만 5천 직원이 열정적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들 문제의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

가 그 대안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자발적 참여, 철도이용 화물수송업체 녹색 마일리지 부

여 등 최고의 친환경글로벌 철도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에

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뽑는 올해의 녹색상(KTX, 서울~부산)에 공공기관 최초 선정 되었으며 환경부와 지

식경제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환경문화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친환경 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

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고객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며,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기

후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환경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

는 세계 최고의 철도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철도 이용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국민 여러분의 고귀한 실천입니다. 코레일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환경친화적인 운송서비스 창조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

속드립니다.

                                                                                2013년 10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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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하여 113년의 역사아래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운송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KORAIL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기  업  명   한국철도공사(KORAIL)

설  립  일 1899년 9월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5년 1월 1일)

본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조      직 [본사] 5본부 9실 4단 61처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20개 부속기관

자산총계 20조 1,852억 원

부채총계 14조 3,208억 원

매  출  액   4조 3,049억 원

주요사업

여객사업   

●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간선여객 운송

● 228개역(KTX 41개 정차)

광역철도사업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급행전동열차

● 12개노선, 223개역

물류사업 

●  철도운송뿐만 아니라 하역, 창고사업, KTX특송,  

국제물류주선업 등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 화물취급역 127개역

● 대규모 물류단지(신탄진, 하남, 수색) 개발

다원사업
● 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 자산개발사업, 관광사업, 해외사업

연 혁

노량진-제물포 간 33.2㎞ 개통 수도권(서울-수원, 구로-인천) 전철 개통

경부고속철도 1단계 KTX 개통

KTX 이용객 1억 명 돌파

한국철도공사 출범

KTX-산천 운행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전 개통

경전선 복선전철(삼랑진-마산) 개통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KTX 운행

분당선 연장(죽전-기흥)구간 개통 

경춘선(용산-춘천) ITX- 청춘 개통

중부내륙권 순환관광열차 개통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경부고속철도 착공

1899. 09 1974. 08 
2004. 04  

2007. 04 

2005. 01

2010. 03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2

2012. 11

2013. 03

1963. 09 1992. 06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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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에 첫 기적소리를 울린 이후 100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발전을 거듭한 

한국철도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KTX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열어갑니다.

길은 언제나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대한 길을 꿈 꿉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가능성을 여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a. 1985년  서울-부산 새마을호 : 평균속도107km/h
b. 1999년  한국철도 100년

2013년 중부내륙권 순환관광열차 개통

2012년 ITX-청춘 영업개시

2010년 KTX-산천 운행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7년
남북화물열차 개통

2008년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

■ 열차속도 20km/h  305km/h

■ 역     수       7개  662개

■ 운행횟수 1일 4회  1일 3,356회

시속 300km/h의 고속주행으로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를 연 KTX! 개통 이후 

성공적인 운영 뒤에는 세계수준의 철도를 꿈꾸는 KORAIL의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a. 1887년 경인철도 기공식(인천 우각리)

b. 1899년 경인철도 당시의 최초 모갈형 스팀기관차

c. 1899년 경인철도 개통식(노량진역)

a. 1969년 서울-부산/맹호호 : 평균속도 77km/h

b. 1973년  중앙선 전철(청량리-제천)간 개통식

c. 1975년 국산 전동차 시운전

d. 1979년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a. 1933년 부산·중국 봉천

b. 1905년 경부철도 개통식 남대문역

c. 1955년 경부선 통일호열차 운행식

한국철도 113년 History
since1800~1900

2000~

1960~1980
1900~1960

1980~2000

2010~2013

1945년 해방자호 스팀기관차

달린다는 것은 젊다는 것입니다.

달린다는 것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내달릴 한국철도공사의 푸르른 꿈!

그린 네트워크, KORAIL 친환경 그린네트워크세상을 열어갑니다.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한국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세계의 어떤 기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2010~2013년 철도사업 다변화

1963년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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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국산 새마을 동차 

운행식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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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경영상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하여 능동적 경영환경 개선과 조직·계열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교통리더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KORAIL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

하고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 소위원회 사업 소위원회 기술 소위원회

의사결정, 경영감독, 경영지원

•의  장 - 선임비상임이사  
•구  성 - 상임이사 7인, 비상임이사 8인 

KORAIL 및 계열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위원장 - 비상임이사
•구  성 - 비상임이사 2인, 상임감사위원 1인

경영·전략, 예산, 조직 등
정책수립 관련사항

•위원장 - 비상임이사
•구  성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영업, 해외사업, 신규사업 등
수익관련 사항

•위원장 - 비상임이사
•구  성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안전, R&D, 신기술 도입 등
기술력 관련 사항

•위원장 - 비상임이사
•구  성 -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조직 

  본      사 : 5본부, 9실, 4단, 61처

  소속기관 : 12지역본부, 20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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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KORAIL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모든 경영

활동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자본금은 9조 5,827억 원이며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생활, 철도 물류 수송 및 광고 등 KORAIL과 6개 

계열사가 혼연 일체가 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프랑스)

 해외 선진철도의 정책 및 서비스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철도 운영주체 및 관련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주재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주재

원을 두어 SNCF(프랑스 국영철도 : Socit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ais)와 기술교류 및 훈련교육을 지원하며 KTX 부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사  장

부사장

이사회

비 서 실

경영총괄본부장

홍보문화실

사업개발본부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재무관리실

12개 지역본부 20개 부속기관

안 전 실

운송기획처

여객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본부

기술본부

인사노무실

수송조정실

해외사업단

차량기술단

시설기술단

전기기술단

KORAIL유통

구내 영업 및 광고 대행업

- 자본금(30억원) 지분(100%)  

KORAIL로지스

물류사업

- 자본금(77억원) 지분율(92.1%) 

KORAIL관광개발

관광레저, 열차내 서비스

- 자본금(20억원) 지분율(51%) 

KORAIL네트웍스

역무관리위탁, 역세권개발, 주차장운영

- 자본금(72억원) 지분율(89.5%) 

KORAIL테크

선로,전기시설관리,철도차량보수

- 자본금(19억원) 지분율(97.3%) 

KORAIL공항철도

공항철도 운영 및 건설

- 자본금(2,700억원) 지분율(88.8%)

KORAIL
유  통 KORAIL

로지스

KORAIL
관광개발

KORAIL
공항철도

KORAIL
테   크 KORAIL

네트웍스

환경
Environment

지배구조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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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를 실현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과 경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환경보호 그리고 철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철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KROAIL이 추구

하는 목표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소통함으로써 국민을 만족시키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 션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철도사업과 다양한 다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고 

  인류의 소중한 생활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대륙을 통한 국제적인 철도네트 

워크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비 전 :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철도의 주인인 국민을 만족시키고 사회적 공헌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방향 및 경영목표

  KORAIl은 2012년 7월, 국민지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KORAIL은 

설립목적과 미션, 비전, 경영방침간의 연계성을 확립하여 경영가치 체계를 강화하고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 경영목표(2020년) 추진방향

국민편익 서비스 증대
- 고객만족도 99.1점

- 영업이익률 4.7%

- 공기업 최고수준 만족도 설정

- 연평균 1.6%p 실질적 달성목표 수립

녹색안전철도 구현
- 철도사고율 0.055건/백만km
- 정시운행률 99.9%

- 세계 1위 수준으로 설정

-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목표 유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 KoBEX SM 97.0점 AAA등급 - AAA 최고등급 외부 평가 유지

첨단운영기술 선도 - 핵심인재양성 540명 - 연 60명 핵심인재 자체 양성 목표

Mission

Vision

경영방침

2020년

경영목포

4대 전략

전략과제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고객지향 

고객만족도(PCSI) 

99.1점 

국민편익 서비스 증대

고객감동 구현

경영효율화

철도운송사업 강화 

사회책임 

철도사고율 

0.055건/백만㎞

녹색안전철도 구현

절대안전체계 강화

노·사 국민 상생

윤리·환경경영 실현

지속가능경영지수

97점(AAA)

창의혁신  

정시운행률 

99.9%

미래성장동력 확충

다원사업 활성화

계열사 사업 최적화

기술사업 확장

영업이익률 4.7%

인재경영  

핵심인재양성 

540명

첨단운영기술 선도

인류인재 육성

핵심기술 확보

성과중심 책임경영체계 확립

환경
Environment

 KORAIL의 비전

소통

소통

고객
Customer

미래
Future

소통

국민
기업

 비전선포식

 목표수준 프로세스

경영비전 및 가치

해당지표
3년이상 실적분석

개선목표
검토

목표수준 결정

목표부여/실행

벤치마킹
비교

환류
NO

YES

비전적합성 여부

세계 최고 세계 1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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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수송의 허브로서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원을 기반으로 고효율· 

친환경 교통수단의 강점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네트워크망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수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황

 KORAIL은 영업을 위한 662개 역과 영업지원을 위한 248개 사업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 및 사업소

구   분 보통역 간이역 신호장 신호소, 조차장 합계

역 345 279 31 7 662

구분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신호 합계

사업소 39 29 92 88 248

✽ 광역철도 취급역 223개, 화물취급역 129개(기준 ’12.12월)

 영업거리는 총 3,378.5km로 원활한 철도 수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선·전철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거리                                       

영업거리 
복 선 구 간 전 철 구 간

복선거리 복선화율 전철거리 전철화율

3,378.5 1,982.4 55.5% 2,445.3 68.4%

✽ (기준 ’12. 12월)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을 위한 철도차량 보유량은 총 18,343량으로써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고자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속차량 기관차 동차 객차 화차 기중기 합계

1,160 519 2,874 1,167 12,607 16 18,343

✽ (기준 ’12. 12월)

 열차 운행 횟수는 3,356회/일 운행되며, 수송실적은 37,408백만인km로 고객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수송량 및 운송수익

구   분
1日 수송실적 2012년

수송량 운송수익 수송량 운송수익

여   객 102 73.3 37,408 26,823

- 고속철도 38 41.1 14,082 15,056

- 일반철도 22 13.7 8,029 5,005

- 광역철도 42 18.5 15,297 6,762

화   물 28 9.7 10,271 3,537

운송수익 계 130 83 47,679 30,360

✽  운송수익은 회계검토 실적임

○기준일자 : ʼ12. 12. 31

○백만인㎞는 철도 여객의 총 이동합계를 나타내는 단위임

영업손익 개선

 KORAIL은 수익증대, 계열사 역량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영업흑자(IFRS  

연결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FRS : 국제회계 기준

 목표                         

구   분 2012년 2013년 개선

KORAIL △3,591 △1,629 1,962↑

계열사   1,537   1,926    389↑

계 △2,054      297 2,351↑

- 속도향상, 영업차별화, 핵심사업 집중화를 통해 운송수익 향상

-  비수익 사업 효율화, 균형적 인력 운영, 성과창출형 强小 조직으로 개편

 KORAIL은 신성장사업 강화를 위해서

-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 광역 정보센터 구축, 광역전철 역무장비 개량, 교통카드(Rail Plus) 출시 등 

- 초광역권 철도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레저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부내륙권 관광열차(O-train, V-train) 운행, 남도해양권 마리나사업 연계 등 

 신성장 사업

< 중부내륙권 관광벨트 >

< 남도해양권 관광벨트 >

슬로우&힐링 / 백두대간

순환(O)·협곡형(V) 관광 전용열차 운영

프리미엄 해양·레저 / 해양관광  전용열차 운영

영업 및 수송

 [단위 : 개소]

[단위 : km]

[단위 : 량]

  [IFRS 연결기준, 단위: 억원]

[단위 | 여객 : 백만인㎞, 화물 : 백만ton, 운속수익 : 억]

 중부내륙관광열차  남도해양권 관광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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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수송 현황

 KTX 수송량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정시율 

세계 1위, 안전성 세계 3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2011년 UIC(세계철도연맹) 통계자료

 이는 KTX가 속도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운송효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KTX-산천 운행과 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11년 전라선(용산-여수간) 개통 및 2012년 ITX- 

청춘 영업개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간의 가치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KTX 고속철도망 구축 방안

 한편, KORAIL은 KTX 개통(2004년 4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19일 KTX 이용객 

2억명, 2012년 2월 21일 이용객 3억명, 2013년 4월 2일 누적이용객 3억 6천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7번씩  KTX로 여행한 셈이며, 운행 횟수는 개통 초기 하루 132회에서 

217회로 1.6배 늘었고, 하루 평균 이용객도 2배 증가한 14만 6,800명에 달했습니다.

레일(Rail) 위의 속도혁명

 안전성 세계 3위

 정시율 세계 1위

< 2011년 UIC통계발료 기준 >

< 2011년 UIC통계발료 기준 >

60㎞/h 70㎞/h

80㎞/h90㎞/h

100㎞/h 300㎞/h

HEMU-400X

노량진-제물포  운행시간 1:30

속도  (평균) 20-22㎞/h (최고) 60㎞/h

서울-부산  운행시간 9:00

속도  (평균) 50㎞/h (최고) 70㎞/h

서울-부산  운행시간 9:30

속도  (평균) 63㎞/h (최고) 80㎞/h

서울-부산  운행시간 6:45

속도  (평균) 67㎞/h (최고) 90㎞/h

서울-부산  운행시간 4:10

속도  (평균) 107㎞/h (최고) 140㎞/h

서울-부산  운행시간 2:40

속도  (평균) 153㎞/h (최고) 300㎞/h

서울-목포  운행시간 2:58

속도  (평균) 138㎞/h (최고) 300㎞/h

설계최고속도 430㎞, 영업운전속도 370㎞/h를

목표로 개발중인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서울-부산  운행시간 6:30

속도  (평균) 69㎞/h (최고) 90㎞/h

서울-부산  운행시간 4:50

속도  (평균) 92㎞/h (최고) 110㎞/h

서울-부산  운행시간 6:40

속도  (평균) 67㎞/h (최고) 95㎞/h

서울-부산  운행시간 4:50

속도  (평균) 92㎞/h (최고) 110㎞/h

서울-부산  운행시간 5:47

속도  (평균) 77㎞/h (최고) 100㎞/h

서울-부산  운행시간 6:00

속도  (평균) 73㎞/h (최고) 100㎞/h

융회호 
1899. 9.

해방자호 
1946. 5. 20

통일호 
1955. 8. 15

아카스크(특급) 
1936. 12. 1

새마을호 
1985. 11. 16

KTX 
2004. 4. 1

HEMU - 400X

아카스크
1940

새마을호 
1985. 8. 15

무궁화호 
1960. 2

관광호
1969. 6. 10

맹호호
1966. 7. 21

재건호
196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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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Speed Traffic 2007(세계 4위)

[단위 : Billions PKm]

●JR(일본) ●Other Europe  ●DB(독일) 

●SJ(스웨덴) ●FS SpA(이태리)  ●SNCF(프랑스) 
●RENFE(스페인) ●KORAIL 

3.6

21.9

    2.8

8.7

48.0

3.8

79.4

10.0

KTX수송량
100억인㎞ 달성

세계4위

연도별 KTX 정시율

0.036

0.092

0.135

0.250

스위스 한   국 프랑스 일   본

[단위 : 사고건수/백만km]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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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안전하고 정확한 철도의 가치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철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친환경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도로와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기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써 철도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

니다. 

한눈에 보는 KORAIL의 가치 친환경 철도의 우위성 

’12년                의 대외 평가

   국제철도연맹 INNOVATION AWARD안전분야 특별상 수상

   KTX(서울 ↔ 부산)운송서비스 공기업 최초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하이스트브랜드 2년 연속 대상(KTX) 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분임조부문 1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소통문화부문 공공기관 종합대상 수상

   LACP 지속경영보고서 부문 금상 수상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賞 공공/NGO 부문

   조해형 경영과학 응용대상 열차운영계획시스템 개발

 공공기여 부문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2년 연속 지속 대상 수상(사회책임경영부문)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한국관광의 별 프론티어 부문 수상 (내일로 티켓)

 사회환원

성    과 2011 2012 증감율

신규 일자리 창출인원 31,628명 41,226명 30.3%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억원) 5,682 6,160 8.4% 

사회적기업 지원금액 4억원 40억원 1000% 

사랑의 성금 참여율 79.0% 81.5% 2.5% 

    브랜드

 9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하이스트  

브랜드 인증

   ✽  브랜드스탁 선정 철도 부문 브랜드 가치 1위

 KTX 브랜드 가치 

   ’11년 대비 54단계 상승

ʼ11

ʼ12

80위

26위

녹색교통으로의 교통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철도의 친환경성을 인식하고 2008년 이후 기존 도로중심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교통부문 SOC 투자   

구   분 2010 2011 2012

도    로 80,038 74,487 77,614

해    운 18,617 16,333 16,358

항    공 666 679 698

철    도 42,020 44,338 50,864

✽  자료:2013년 나라살림(기재부)   ✽ 행안부 도로예산 포함 

에너지 고효율 교통수단 철도

 철도는 도로대비 탁월한 에너지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송을 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은 도로대비 여객은 1/6, 화물은 1/10수준에 불과합

니다. 지구대기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화석연료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는 

철도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또한 도로와 달리 철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매년 에너지 효

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위 수송당 에너지 소비량 비교               

구 분 2007 2010

도로
여객 354 410

화물 949 1,100

철도
여객 74 70

화물 93 91

비교
여객 1/5 1/6

화물 1/9 1/10

✽  자료 : 기후변화대응 철도이용증대를 위한 이용객 지원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2012 철도기술연구원

[단위 : 억원]

  [단위 : kcal/인·톤km]

 철도/도로 에너지 소비량(여객)

 철도/도로 에너지 소비량(화물)

▒

▒  

2007년

2007년

2010년

2010년

354

949

410

1,100

74

93

7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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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교통수단 철도

 철도는 타교통수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저탄소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대량수송성과 고효율 동력원을 이용함에 따라 동일한 수송을 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량은 도로대비 여객은 1/4, 화물은 1/10수준으로 이는 철도가 도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구 분 2007 2010

도로
여객 105 121

화물 298 345

철도
여객 33 33

화물 34 34

비교
여객 1/3 1/4

화물 1/9 1/10

✽  자료 : 기후변화대응 철도이용증대를 위한 이용객 지원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2012 철도기술연구원

효율적인 철도

 철도는 환경오염이 매우 작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도로와 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 등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철도는 환경오염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도로혼잡에 따른  

시간적 비용 등에서도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수단 환경오염비용 비교(도로 ⇔ 철도)

구 분 도로 철도 도로/철도(배수)

대기오염 (2009년) 164,254 1,960 83.8

소 음 (2009년) 33,056 1,064 31.1

온실가스 (2009년) 116,785 885 132.0

교통사고 (2008년) 104,868 466 225.0

도로혼잡 (2008년) 269,027 0 -

 철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여객)

 철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화물)

 국내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도로분야 

●항공분야 

●해운분야 

●철도분야

   ※ 자료 : KORAIL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비 

                철도수송효과 분석 보고서, 2009」

  ✽ 자료 : 전력 포함

 

8%
3.2%

2%

86.8%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는

고마운 철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착한’ 교통

수송분담률 1% 증가시 연간 약 6,000억원 절감

- CO2 배출비용 절감액 : 308억원

- 에너지사용 절감 등 : 5,755억원

사회문화적 효과

- 비즈니스 패턴변화(당일 출장)

- 지역균형발전, 관광활성화

산업기술적 효과

- 관련산업의 기술 축적

- 미래의 중점 과학기술 발전

CO2 배출비중

에너지 소비비중에너지 및 온실가스

CO2 배출

● 여객 : 자동차의 1/4

● 화물 : 화물차의 1/10

에너지 소모량

● 자동차의 1/6

● 화물차의 1/10

연간 사회적 비용

● 도로의 1/50

토지 이용 효율

● 도로의 20배

철도
0.7

1.4

77.7

79.5

12.7

11.4

8.9

7.4

도로

해운

항공

   [단위 : gCO2/인·톤km]     

     [단위 : 억원/년]

▒  

▒  

2007년

2007년

2010년

2010년

105

298

121

345

33

34

33

34

         Low Carbon,
            Green Growth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KORAIL은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동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철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Introduction of KORAIL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환경나눔경영 실천

Immediately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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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환경방침에 따라 전사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철도운송산업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며, 대외적으로는 지구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선진 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의 선두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고객들의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의 비전 및 전략

환경경영 비전

친환경녹색철도 구현

 KORAIL은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철도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 

환경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환경경영」전략과제

  KORAIL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전사적인 환경경영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선진 철도기관 및 최고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   표

전략과제

세부추진과제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환경운영관리 최적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경영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정보 대내외 공개

• 환경경영정보시스템  

LEVEL UP

•친환경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투자

•환경오염 저감 활동

•전략적 환경소통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대비

  녹색사업 발굴 및 지원

•녹색환경 실천과제 추진

         Low Carbon,
               Green Growth

2012년 업무추진방향

환경경영 기반의 확고한 구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능동적 대응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으로 환경오염 등 환경리스크 저감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사용계획량 대비 생활에너지 10%, 운전용연료 5% 절약

 환경경영체제 구축 ‘환경은 비용이 아닌 비용절감 및 성장동력’

2012년  4대 중점 추진과제

  최고수준의 환경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4대 중점추진과제 및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4대 중점추진과제

기후변화 대응

•탄소경영기반 강화

•철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능동적 대응

•에너지 절약 고강도 시행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

•환경오염 저감 활동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선진화

환경 역량

LEVEL-UP

전략적 환경소통

•철도 환경회계 도입 기반 구축

•환경경영정보시스템 활성화

•환경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철도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으로 환경사랑 실천

•환경 네트워크 및 녹색홍보 강화

•환경 프로보노(Pro Bono) 전사 확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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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원활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 내에 전사 환경전담 조직을 두고 현업 

소속의 환경,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

환경업무 조직구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업무강화에 따라 환경경영 조직을 확대(’10.11)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인력풀 현황      

- 자격증 보유현황 : 11종 220개  - 관련학과 이수현황 : 104명 

자격명 보유수 자격명 보유수

대기환경기사 25 대기환경산업기사 41

소음진동기사 14 소음진동산업기사 1

수질환경기사 41 수질환경산업기사 39

폐기물처리기사 16 폐기물처리산업기사 30

토양환경기사 3 해양산업기사 1

환경기사 9

✽ 환경공학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건설환경학과 등
 

실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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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원

4

명

처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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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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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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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파
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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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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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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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트

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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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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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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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담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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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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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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담

당

1

명

차량정비단

철도환경자문회 운영 

  철도환경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수립 시 환경전문가 자문을 반영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철도환경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문회의 운영은 반기별 1회로 상반기에는 KORAIL의 환경 발전을 위한 자문 

으로, 하반기에는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들의 정책 방향성 제시 등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운영기관 환경 협의회

  ’09년 8월을 시작으로 11개 철도 운영 기관간 정기적(연2회) 상호 교류를 통하여 철도

운영과 관련한 환경 법령 제·개정 등 현안사항 대응 및 우수 사례 정보공유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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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 있는 업무협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인력 양성 

  KORAIL은 2010년 1월 환경부로부터 녹색성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녹색마인드 및 환경의식 향상, 환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외부전문기업의 위탁교육과정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낌없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기관 환경협의회  

 철도환경자문회 개최

 협약서

 녹색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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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자원, 환경투자, 시설관리 등 환경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관리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환경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정보시스템

 철도환경 운영의 정량적 데이터 구축 및 전산화를 통하여 정보를 분석·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기준정보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환경회계관리, 환경활동 및 

자원관리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관리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현업 소속의 환경자원 및 정보 공유와 환경 

회계 시스템 구현을 통한 환경투자, 시설관리 등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ISO 14001 인증 획득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정비단(수도권, 부산, 대전)을 중심으

로 ISO 14001 획득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인증 갱신 심사를 지속적으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환경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비용 관리  

  KORAIL은 환경비용투자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분야별 

환경투자·비용을 분석 차기년도 환경예산 편성시 반영·관리하고 있으며, 

  부서의 합리적 업무 수행과 설비투자 등 경영층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홈페이지(www.korail.com)을 통해 환경경영 콘텐츠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각종 환경 데이터를 등록하여 홈페이지 방문자 및 고객에게 

투명한 환경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노력, 환경경영 및 환경보호활동 등을 수록한 환경경영보고서를 

2006년부터 발간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서     

 ISO 14001 인증 취득 소속

Site 취득날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2003.9

부산철도차량정비단 2002.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2002.11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KORAIL 환경경영 추진 핵심 동력

환경경영정보시스템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환경규제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온실가스배출원, 배출량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녹색제품 정보 관리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환경경영평가용 지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소음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설비관리

구매관리

문서관리

업무포탈

재무관리 

ERP시스템(KOVIS)

환경경영활동 체계적 관리 ERP시스템(KOVIS)과 통합

환경활동
등록관리

환경활동
지표평가

환경경영
보고서

기초자료

지속가능
평가대응

체계적

관리

환경경영정보
시스템 기초 정보

  KORAIL 홈페이지(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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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철도환경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지도·컨설팅을 통한 각종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지도ㆍ컨설팅

환경성과평가

 매년 환경성과평가를 시행·분석하여 새로운 환경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사항은 환경경영 추진계획 이행, 환경법규 준수, 탄소경영활동, 환경시설물 

관리,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등입니다. 

 이러한 환경성과평가 지표관리를 통하여 환경활동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과 전사

적인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환경성과평가 지표      

구분 항 목 별 세 부 항 목 평가방법 비 고

경영

성과

지표

(MPI)

 환경경영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실적관리

비계량

 감사 및 평가 환류

 환경 비상대응체계 구축

 환경 일반관리

 환경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실태

 환경비용 절감율  자체 비용절감 및 재활용율

 소속 환경지도점검  BP(Best Practice) 심사 결과

 환경담당자 전문성 확보  변경 횟수, 직급, 전문성에 따른 감점율

 환경법규 준수율  환경법규 위반 계량
 별도 

 산식평가
 환경개선 제안노력도  실시제안 심사 결과 계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추진 실적  소속별 목표관리추진 실적 계량

운영

성과

지표

(OPI)

탄소경영활동
 ✽ 에너지점검 유공소속 평가 반영

 운전용 에너지절약 노력도

비계량

 생활전기 절약 노력도

환경시설물 관리

✽ 수시평가 대상

 환경시설물 일반관리

 환경예산공사 시행여부(1건 이상)

 토양·수질관리

 폐기물·유해물질관리

 대기질·소음관리

 녹색상품 구매  구매율 및 노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환경 민원처리

 환경 홍보

 환경 프로보노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활동

환경지도ㆍ컨설팅 

  본사와 현업 소속 간 양방향 소통 강화와 소속의 자체환경경영 추진실태 및 환경법규 

준수여부 등을 지도ㆍ컨설팅하여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  

지원으로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ㆍ컨설팅 결과 우수사례는 전 소속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소속별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예방활동

 공사 사규인 철도환경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환경점검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및  

현업소속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주기적인 예방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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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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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능력향상 

조치훈련(소속별 1회/연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컨설팅

 환경사고 복구훈련(유류 사고)

 환경 방제 비상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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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단계

비상연락체계 확립

환경 점검활동 강화

불안

요인

제거

환경

역량

강화

예방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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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에 KTX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정 되었으며 또한 정부기관 

및 환경단체로부터 총 28건의 표창을 수여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친환경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산업의 메카로 KORAIL의 위상을 대내·외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표적 친환경 경영 활동

「KTX, 올해의 녹색상품」공공기관 최초 선정

올해의 녹색상품

◈ 올해의 녹색상품이란?

   올해 녹색상품은 상품의 환경개선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고의 녹색상품

◈ 주최(후원)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 선정대상 : 9개 품목, 74개 제품의 친환경상품 및 친환경서비스

 철도분야 최초로 대표노선인 KTX(서울 - 부산) 노선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

 탄소성적표지 인증  

 전환수송(자동차 → KTX)을 통한 교통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소 효과를 전문가와 

고객들에게 인정 받아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KTX가 선정되었습니다.

- 동일 승용차 수송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는 전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수준

- KTX 전환수송에 따른 2011년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 : 1,935,155톤CO2e 감축

 녹색상품 현장실사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녹색상품 최종선정

▶ 인증노선 : KTX 서울 ↔ 부산 1인 편도
▶ 유효기간 : ’11. 4.27 ∼ ’14. 4.26

온실가스 배출량(1인 수송)

계 운행 전 운행 시

9.98 0.34 9.64

녹색기업 인정 포상

  ’12년 한해 동안 KORAIL은 에너지절약실천, 능동적인 환경보전활동, 우수방음시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그린스타트 활동 등 다양한 환경경영으로 장관표창 등 

총 28회의 환경관련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 10회

- 지자체 표창 : 13회

- 환경협회 표장 : 5회

UN Global Compact 가입 및 활동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세계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적 협약으로써 130여 개 이상의 국가들

이 가입하여 기업과 세계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KORAI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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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전기기관차 구동축에 사용되는 서포트 베어링을 재생, 재사용함으로써  

발생 폐기물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절감 및 신품 제작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배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한국표준협회가 교통기관 최초로 친환경 로하스 인증 마크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UN Global Compact 가입  

 로하스 인증서

 각종 환경 수상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

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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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변화
예상량 제출

온실가스
대책제출

온실가스 대책 요구

기준이상
배출량 변동

기준이상
배출량 변동

KORAIL은 친환경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ʼ13년 중점 5대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

하여 환경경영 기반 강화 및 대표적인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2013 TOP Of 5 추진과제

교통부문의 선두적 탄소경영 기반 강화

 KORAIL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교통부문에 선두적으로 전략적 탄소경영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 이행함은  

물론 지구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컨트롤 타워 기능 정립을 위한 온실

가스 배출량 사전 검토 프로세스 도입과 

 탄소정보에 대한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인 탄소정보공개에 참여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탄소정보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시행 등 친환경 

녹색기업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기업 인증 확대

 도심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춘선 ITX 청춘에 대하여  

‘올해의 녹색상품’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및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선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과 물류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우수기업 대상의 “녹색물류기업” 정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사전 검토 프로세스

 탄소성적표지 

 녹색물류기업 인증

기획조정실

사업부서 사업계획 진행

온실가스 변동 검토

사업계획(안)수립

 ◦ 차량운영변경

 ◦ 철도차량 도입

 ◦ 에너지시설물 변경 등

 ❖ 온실가스 대책 : 감축 또는 정부의 페널티 대응방안 포함

 ❖ 변동 검토기준 : 정부 할당목표 달성도 영향 정도에 따라 검토 

     수준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추진

 고강도 에너지 절약 추진을 통하여 범국가적 전력난 해소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환경투자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시설 설치·개량 및 환경  

측정장비 추가확보 등을 통하여 능동적 철도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관리 향상을 위하여 철도부지 토양영향, 역사·열차내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환경추진전략을 수립 시행하겠습 

니다. 

환경 프로보노 활성화

 친환경 녹색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KORAIL의 환경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기술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전사 프로보노 추진단 워크숍 시행 및 추진 실적 공유와 우수 추진

단에 대한 자체 경영평가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LED 신호기 설치 

 태양광 사업

 환경 프로보노 

4대 중점 추진과제

절전 동참 활동 강화

● 동·하절기 우리나라 전력위기를 대비하여 대국민 내복입기 캠페인 및 절전실천 동

참 결의대회 개최, 동절기 절전 실태 점검 강화, 적정 냉방관리, 휘들옷 입기 등을 

통하여 생활 전기에너지 10%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전 나눔경영 실천

● 전기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통하여 적립된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  

배달을 시행하겠습니다.

피크 전력 관리 효율화

● 최대전력인 피크시간 전력 관리를 위하여 최대전력제어시스템 운용 및 주간제어  

수요조정제도 참여, 한전수전 계약종별 변경 관리 참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절전 경쟁력 강화

● 전력 피크시간 수도권 전철의 운행시격 조정 및 역과 사옥건물의 LED 조명 보급 

확대, 조명타워 원격조정 시행, 통신장비 운영 열에너지를 이용한 사무실 난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응

Introduction of KORAIL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환경나눔경영 실천

각 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써 KORAIL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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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배출허용량 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KORAIL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  

수송에 노력하여 정부 배출허용량 보다 적은 173만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10.2% 

감축율로서 정부에서 할당한 감축율 0.5% 보다 20.4배의 감축량에 해당합니다. 

 2012년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구 분 배출 BAU 감축률(%) 감축목표량 배출허용량 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tCO2) 1,933,367 0.5% 9,876 1,923,491 1,736,811

 KORAIL 중기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상배출량(tCO2) 1,974,125 1,982,546 2,092,573 2,131,347 2,169,302

배출목표량(tCO2) 1,824,258 1,832,040 1,933,714 1,969,544 2,004,618

감축목표량(tCO2) 149,867 150,506 158,859 161,803 164,684

온실가스 감축 체계 

 체계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위해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온실가스·에너지 실무 

위원회와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활동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사  장

총괄관리자

기획조정실장

전사실무관리자

환경경영처장

분야 책임관리자

본부,실·센터,단장

사업장 책임관리자

소속기관의 장

분야 실무책임자

분야 실무부서장

사업장 실무책임자

사업장 실무부서장

전사 실무책임자

환경기획부장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온실가스·에너지 실무위원회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 부사장
주요기능 : 온실가스·에너지 주요정책 심의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온실가스·에너지 주요 실무 심의

위원장 : 소속기관의 장
주요기능 : 소속의 온실가스·에너지 주요 사항 심의

분야 실무담당자 사업장 실무담당자 전사 실무담당자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출원은 철도수송에 따른 철도 운전용에너지, 철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됩니다. 

 2012년도 철도차량 운행거리(환산차량키로 기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6㎏/㎞ 

이며,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준연도(2007~2009 평균) 0.90㎏/㎞ 대비 4.4% 감축

하였습니다.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08 ’09 ’10 ’11 ’12

배출량(천톤CO2) 1,534 1,482 1,507 1,568 1,554

환산차량키로(백만㎞) 1,710 1,654 1,681 1,760 1,801

운행거리당배출량(㎏/㎞) 0.90 0.90 0.90 0.89 0.86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3만 6천톤으로 전년도 배출량 174만 4천톤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철도에 정부의 투자증가로 신규 철도노선 개통 및 철도차량 운행량 증가에 

기인합니다. 

 철도의 지속적인 운행량 증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철도운전용
철도운전용 경유 680,930 601,306 585,563 562,192 544,968

철도운전용 전력 853,929 881,382 921,827 1,006,112 1,009,321

생활용

생활전력 119,326 127,582 142,483 151,529 158,901

냉난방연료 29,866 24,896 25,275 18,760 19,299

업무용 자동차 3,743 3,474 3,829 5,958 4,322

계 1,687,794 1,638,640 1,678,977 1,744,551 1,736,811

온실가스
배출

[단위 : tCO2eq]

[㎏/㎞]

 철도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철도운전용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

2008

0.9 0.9 0.9
0.89

0.86

2009 2010 2011 2012

[단위 : tCO2eq]

[단위 : tCO2eq]

[단위 : tCO2eq]

2008

2008

2008

1,687,794

1,534,859

152,935

1,638,60

1,482,688

155,952

1,678,977

1,507,390

171,587

1,744,551

1,568,304

176,247

1,736,811

1,554,289

182,522

2009

2009

2009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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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교통분야 11개 업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6개 업체 배출량의 64.4%에 

달해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교통분야 기준연도(’07~’09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비교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에너지 소비량(TJ)

교통부문 11개 업체 총량 4,063,902 76,539

철도분야 6개 업체 총량 2,583,138 46,342

KORAIL 1,664,080 28,597

에너지 소비현황

 KORAIL은 운송기업으로서 에너지 소비는 주로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8%가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이며 역사 및 

철도기지,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생활전력에너지와 냉난방연료, 

업무용 자동차연료 등의 에너지는 12%에 불과합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는 철도전철화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별 사용량 

에너지 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철도운전용
철도운전용 경유 8,788 7,760 7,558 7,256 7,008

철도운전용 전력 16,484 17,013 17,794 19,421 20,782

생활용

생활전력 2,303 2,463 2,750 2,925 3,272

냉난방연료 513 428 449 337 348

업무용 자동차 58 54 58 87 62

계 28,146 27,718 28,609 30,026 31,472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2010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경험 습득을 통한 전사적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ORAIL의 운영 프로세스

 전사적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의 정량적 효과로는 ’12년 한해 동안 52억원의 에너지절

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모의거래 효과   

기  준 2011 2012

대상소속 지역본부 본부 및 부속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20,840tCO2e 22,616tCO2e

비용절감 3,814백만원 5,273백만원

 지속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고 효율

적인 에너지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의 선두적 모범을 이어 나가

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모의거래 시스템

[단위 : TJ]

[단위 : TJ]

 철도운전용 에너지 사용량 

25,272
24,773

25,352
26,677

27,790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위 : TJ]
 생활용 에너지 사용량 

2,874

2,945

3,257
3,349

3,682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28.146
27,718

28,609

30,026

31,472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위 : TJ]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

흐름도

4. 배출권 거래 완료

3. 거래결과 통보
1.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 신청서 제출

1. 시스템을 통하여
    매수 신청서 제출

2. 거래가격 결정

 정부의 운영 프로세스

 모의거래 온실가스 감축량 효과

 모의거래 온실가스 감축량 효과

 2012년 탄소배출권 수치기

A기업
할당량 > 배출량

배출 
허용량

잉여
배출량

실제
배출량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초과 
배출량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2012

2012

2011

2011

3,814

20,840

5,273

22,616

[단위 : 백만원]

[단위 : tCO2e]

[ 단위 : tCO2eq ] [단위 : TJ]

철도 운전용 경유
544,968

철도 운전용 전력
1,009,321

생활전력
158,901

냉난방연료
19,299

업무용 자동차
4,322

철도 운전용 경유
7,008

철도 운전용 전력
20,782

생활전력
3,272

냉난방연료
348

업무용 자동차
62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계 1,736,811

2012년 
에너지 사용량
계 31,472

배출권 거래소
(환경경영처)

B부서
(배출권 잉여 부서)

A부서
(배출권 부족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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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KORAIL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운영 및 철도차량 

정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물류기업에게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제공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철도분야 최초로 KTX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고, 이어 

도시철도인 경춘선 상봉-춘천 구간과 철도물류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

습니다.

 이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물류기업에게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녹색생활실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KORAIL의 노력입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KORAIL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

가스·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으로, 자동차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앞서는 철도의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인증내역 관련차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1km당 
배출량

수    준 인증로고

KTX(서울-부산)

1인 편도 수송기준
 9.98kg 24.5g

승용차 대비 
1/6.9

 

경춘선(상봉-춘천)

1인 편도 수송기준
 2.09kg 25.7g

승용차 대비 
1/6.5

 

철도물류

1톤 1km 수송기준
 45g 45g

화물차 대비 
1/6.7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구간 도로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2012년도 수송실적 기준)   

구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CO2)
구간별 

철도 운송량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톤CO2)

온실가스 
감축효과
(톤CO2)

KTX

(서울-부산)

철도 24.5g/인·km 10,765,698

천인·km

263,760
1,540,033

승용차 167.55g/인·km 1,803,793

경춘선

(상봉-춘천)

철도 25.7g/인·km 998,500

천인·km

25,661
141,638

승용차 167.55g/인·km 167,299

철도물류
철도 45g/톤·km 10,271,232

천톤·km

462,205
3,082,397

화물차 345.1g/톤·km 3,544,602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톤CO2)

KTX 서울 - 부산

경춘선 상봉 - 춘천

철도

철도

철도

승용차

승용차

화물차

263,760

25,661

462,205

1,803,793

167,299

3,544,602

화물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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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철도 연비개선을 위한 경유첨가제 시험

 KORAIL은 디젤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경유첨가제를 도입하고자 

2012년 9월부터 현차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성공할 경우 현 기술수준

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최대 10%의 연료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ORAIL은 단순한 연료 절감량 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까지 

시험대상에 포함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가제 도입 현차시험 구성도(연료량 및 환경오염물 배출량)

 운전용 에너지 절감활동

 공회전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엔진의 기동을 최소화시키고 발전차가 필요한 열차의  

특별관리를 통해 발전차 연결생략을 강화하였으며, 운영계획의 개선을 통해 정비차고 

회송을 위한 동력차 비영업 운행을 최소화 시켜 연간 약 170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

하였습니다.

KORAIL은 총 매출액(약 4조 8천억원) 대비 12.2%(약 5천9백억원)가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철도차량 운전용에너지와 역사 등의 생활에너지에 대한 「전사적 에너지  

효율화」로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에너지 효율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효율화 

KORAIL의 에너지 소비에 88%를 차지하는 열차 운전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젤철도차량 연비개선

 KORAIL은 디젤철도차량의 운전용 에너지 절감활동, 차량운행 패턴 개선, 고효율  

부품 설치 확대 등을 통해 2009년 대비 7.5%(2012년 기준)의 연비개선을 달성하였

습니다.

 디젤철도차량 1km 운행당 연비

년  도 2009 2010 2011 2012

디젤소비량(kL) 205,836 200,477 192,467 185,889

차량운행량(1000km) 604,963 594,873 570,645 589,385

연비 (L/km) 0.340 0.337 0.337 0.315

✽  차량운행량 : 환산차량키로 기준

 디젤차량용 연료사용량 측정장치 개발

 디젤차량 연료소비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에너지절감요소를 발굴하고 기관사별  

운행습성에 따른 최적운행방법의 도출을 위해 디젤차량용 연료사용량 측정장치를 개발

하는 등 에코드라이빙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젤차량 공회전 속도 조정으로 연료 절감

 디젤차량 공회전 속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본속도를 315RPM에서 255RPM으로 

개선하여 엔진수명 연장, 소음감소 효과 달성 및 연간 1,323백만원의 연료비를 절감

하였습니다.

 디젤철도차량 연비 개선추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34

0.337

0.337

0.315

 측정장치 개발

✽  차량운전실 설치화면

✽  운행패턴 분석 화면

[연비(L/㎞)]

개선전

개선후

가스농도분석기

매연농도분석기

실리카겔 화석터널 가스유량계 샘플링백

과잉공기측정기

보조 배기구

배기구

엔진 연료탱크

디젤전기기관차
연료유량계(out)

연료유량계(in)

진공펌프

 환경오염물 배출량 시험

 연도별 연료 절감

2010

2011

2012

10,343

11,224

16,788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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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용 연료 절감실적 

년  도 2010 2011 2012

기동정지 활동 8,786 9,559 15,020

발전차 연결 생략 1,162 1,276 732

동력차 무화회송 395 389 1,036

합 계 10,343 11,224 16,788

 철도차량 조명의 LED 교체

 KORAIL은 철도차량의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LED 보급정책에 

부응하여 객차 조명을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LED 교체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전동차
교체대수 360 380 380 750 1,870

절감금액 107 113 113 223 556

일반

열차

교체대수 200 56 256

절감금액 155 43 198

합 계
교체대수 360 580 436 750 2,126

절감금액 107 268 156 223 754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확대

   KORAIL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철도차량 운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를 전철화하고 있으며 고효율 저탄소 전기차량 도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력차 전기차량 VS 디젤차량 비교     

구 분    
동 차 기관차

전기 디젤 전기 디젤

2008 3,008 524 179 396

2009 3,136 500 179 335

2010 3,429 471 179 330

2011 3,502 444 177 321

2012 3,637 397 204 315 

 철도전철화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철영업거리(km) 1,843 1,889 2,147 2,358 2,445

전철화율(%) 54.5 55.9 60.4 66.2 68.5

 [단위 : 백만원]

[단위 : 량, 백만원]

[단위 : 대]

 차량 객실 LED 설치

 객실 형광등/LED등 비교 

 전철화율 추이

 동차 도입추이

 기관차 도입추이 

 

형광등

2008년

사용
수명

소비
전력

형광등

2010년

LED

2009년

LED

2011년

2012년

9개월

54.5

55.9

60.4

66.2

68.5

15년

6,227

1,960

[단위 : %]

운전용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운영 

 운전용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부고속선 용정구분소에 고속열차용 전력 저장

장치를 운영하여 회생전력의 재사용으로 연간 약 3억원(3,377㎿h)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도시철도 구간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 

 체계적 운전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 소비량 및 운행 실적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에너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용에너지 절약과제 관리

 운전용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위해 사내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15.7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구 분 제 목 효 과(년)

2010년 디젤전기기관차유전속도 조정 1,323백만원

2010년 전후동력 새마을동차(P.P)회송운전시 연료절감 방안 156백만원

2010년 탱크로리 잔유 수거용 방지턱 설치 38백만원

2011년 발전차 수온센서 불량 시험기 제작 35백만원

2012년 전기동차 세척상수도 요금 절감 16백만원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

 운전용에너지 관리 전산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저장

회생 에너지가 저장장치에 

저장 

에너지공급

에너지 저장장치가 고속열

차에 전력공급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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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생활에너지 절약 

 전사적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하여 야간근무 없는 날 운영 및 소속별 에너지 지킴

이를 지정하여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내 조명에 대한 적극적인 LED 교체로 2012년 이미 정부 권장수준인 30%를 

넘어 53%의 LED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달인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KORAIL 업무포털에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달인 만들기 교육 프로 

그램을 개설하여 에너지 절약 자가 점검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습 

니다.

 에너지 달인만들기 화면

 건물내 LED 교체 

KORAIL은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공급의 다원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KORAIL은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정부의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KORAIL의 에너지 수요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지열시설 운영

 KORAIL은 2009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태양광ㆍ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하여 2012년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16개소(총 용량 589kW)와 지열설비 66대(총 용량 3,185kW)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대수(대) 16 3 1 2 10

설치용량(kW) 589 180 17 42 350

 ’12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종 류

회룡역 56.25 2012.09 고정식

월곶역 15.84 2012.06 고정식

소래포구역 21.12 2012.06 고정식

인천논현역 28.8 2012.06 고정식

호구포역 15.84 2012.06 고정식

남동인더스파크역 14.4 2012.06 고정식

● 월곶역

 태양광 시설 

● 인천논현역

● 남동인더스파크역

 녹색생활 실천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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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용량(㎾) 설치년월 종 류

원인재역 15.84 2012.06 고정식

연수역 15.84 2012.06 고정식

송도역 23.04 2012.06 고정식

시설장비사무소 143 2012.09 고정식

 연도별 지열시설 설치 현황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대수(대) 66 3 30 3 30

설치용량(kW) 3,185 221 1,284 53 1,627

 ’12년 지열시설 설치 현황

설치장소 용량(kW) 설치년월 설치대수

종합관리동 지하(대전) 130 2012.05 2

디젤중수선차고 지하(대전) 325 2012.05 5

종합관리동 휴게실(제천) 32.5 2012.05 1

월곶역 112 2012.06 2

소래포구역 112 2012.06 2

인천논현역 112 2012.06 2

호구포역 112 2012.06 2

남동인더스파크역 112 2012.06 2

원인재역 112 2012.06 2

연수역 112 2012.06 2

송도역 112 2012.06 2

동대구역 61 2012.06 2

반성역 74.4 2012.12 2

진주역 108.1 2012.12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ʼ12년부터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20년 이후에는 2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무비율
(%)

10% 11% 12% 13% 14% 15% 16% 18% 20%

● 송도역

● 대전차량정비단 종합관리동

 지열

● 연수역

● 동대구역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징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시장 신뢰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위험요소가 많으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학기 위한 

회임기간이 많이 소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각국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가 창출하는 시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간 상호  

경쟁이 치열하여 향후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장기간에 
걸친
R&D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성

고위험,
고수익

기술의 불확
실성 및

기술간 경합

높은
정책 의존

 발전단가 비교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조력 파력 폐기물
가스화

바이오 수력 석탄 석유 LNG

660

[원/kwh]

88
115

166
211

245

102
73.69 59.24

207.84
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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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관리 고도화

Introduction of KORAIL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환경나눔경영 실천

Operations Management

KORAIL은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선진경영으로

능동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및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 57

2012 Environmental Annual Report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KORAIL은 전국적으로 146개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수기 보급과 수압 조절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중수도 설치, 

빗물 재이용 설비 확대를 통해 수자원 관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KORAIL 사업장에서는 철도차량 세척과 정비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의 화장실

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차량검수 시설과 역 운영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배출됩니다.

 폐수 처리량               객차 오수량

방류수 수질 관리 및 재이용

 KORAIL 사업장은 수질관리 우수기관인 폐수배출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아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 선임,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수질측정 

등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 오수관거 설치, 노후 설비 개량과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바이오 필터 교체 등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2007년 2007년

2010년 2010년

2009년 2009년

2012년 2012년

2008년 2008년

2011년 2011년

303,455 52,214

281,250 36,859

323,527 45,354

218,039 30,385

297,107 43,435

204,926 61,007

[단위 : ㎥] [단위 : ㎥]

 

KORAIL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질, 토양, 대기, 소음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저감 프로세스 개선, 환경리스크 해결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환경시설 투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대기, 소음, 수질, 토양 등의 분야에 약 50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환경시설 투자 집행금액 

구분 2009 2010 2011 2012

수질 769 61 239 344

대기 305 108

토양 222 29 47

폐기물 34 24 7

소음·진동 13

총합계   1,025   403   268 506

 연도별 환경시설 투자 집행금액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05

108

대  기

713

소음·진동토  양 폐기물 총합계수  질

769

61

239

344

1,025

403

268

506

34 24

222

29 47

 오수처리 개량

 폐수관로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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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역사 및 차량 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덕트와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검수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집진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기환경 보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철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차량검수 시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외부 도색과정

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THC) 및 디젤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매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에는 집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주기 강화와 전기차량 운행 확대 등을 통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부의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KTX, 도시철도 등 

KORAIL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와 노선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통해 유지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객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조화장치 개선, 냉·난방기 필터 청소주기 

강화 등 열차 객실 실내공기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에 포함 된 철도 역사(지하역사 전체, 지상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며,

 지하역사 공조설비 및 역사 환기설비 운영 확대, 냉·난방설비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량으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진장치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보수

 빗물 재이용설비(대전철도차량 정비단)

 우리강 “살가지” 운동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연못

 특히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한 방류수를 철도차량 세척수, 화장실 위생용수 및  

화단 조경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수절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촉진

 KORAIL은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은 화장실 세정용수, 청소

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규모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KORAIL은 빗물이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빗물저장 및 활용 시스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확대

 정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    존 지붕면적 2,400㎡이상,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현    행  지붕면적 1,000㎡이상인 운동장, 공공청사

1사1산1강 살리기 운동 추진

 KORAIL은 방류수 수질관리 외에도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들

에게 즐거움을 주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1사1산1강 

가꾸기 운동’, ‘우리강 살(리고)가(꾸고)지(키자)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물의 재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6.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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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객실 내

 2년간(’11 ~ ’12)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정결과(권고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ppm)

광역전철 열 차 광역전철 열 차

’11 53(200)/62(250) 47(150)/32(200)
1,499(2,500)/
1,568(3,500)

1,411(2,000)/
1,734(3,000)

’12 53(200)/79(250) 10(150)/14(200)
1,232(2,500)/
1947(3,500)

967(2,000)/
1486(3,000)

 환경부 자동측정망 운영

 용산역 맞이방에 설치(’09.12)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운영결과 미세먼지는  

유지기준의 30%, 이산화탄소 51% 수준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산역(대합실) 측정결과

측 정 항 목 유지기준
측정결과(평균)

’11 ’12

미세먼지(㎍/㎥) 150 이하 58 45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498 498

※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ppm)

2011 2012

79(250)
62(250)

14(200)
32(200)

2011 2012

1,568(3,500)

1,947(3,500)

1,734(3,000)

1,486(3,000)

광역전철

(  ) : 권고기준

열차

미세먼지
(㎍/㎥)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이산화탄소
(ppm)

150 이하

1,000 이하

58

45

498

498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66개 전 역사(지상 27역, 지하 39역)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역  사

 3년간(’10 ~ ’12)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10 ’11 ’12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

지

기

준

미세먼지(㎍/㎥) 150이하 99 65 96 75 91 68

이산화탄소(ppm) 1,000이하 480 464 495 479 478 458

폼알데하이드(㎍/㎥) 100이하 18 20 18 14 10 14

일산화탄소(ppm) 10이하 1 1 1 1 1 1

 KTX 객실 공기질  

구  분 관리기준 (환경부고시) 평상시간대

이산화탄소(CO2) 2,000 896

미세먼지(PM10) 150 19

 

지하

지상

미세먼지(㎍/㎥) (기준치 150이하)

2010 2011 2012

96 91
75 68

99

65

이산화탄소(ppm) (기준치 1,000이하)

2010 2011 2012

495
478479

458

480
464

일산화탄소(ppm) (기준치 10이하)

2010 2011 2012

1 1 1 1 1 1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00이하)

2010 2011 2012

18
14

10
14

18 20

 [단위:㎍/m3]

이산화탄소
(CO2)

미세먼지
(PM10)

관리기준(환경부고시)

평상시간대

관리기준(환경부고시)

평상시간대

2,000

896

19

150

[단위:㎍/m3]

 지상역사 공기질 측정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  ) :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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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철도부지 토양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토양측정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로변 유흡착포 설치, 유류 누출사고 대비 비상대응훈련 시행과 유류저장소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철도부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양관리

토양측정망 관리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 추세 파악을 통해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에 측정망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철도용지에는 

총 24개소의 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현황(총 24개소)

서울 서부 동부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0 3 1 0 1 5 2 3 1 2 4 2

 KORAIL은 환경부와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정보를 공유하며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토양오염도 변화추이(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연도
별

Cd Cu As Hg Pb Cr+6 Zn Ni F CN TPH

기준치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120 2000

2007 0.092 5.755 1.433 0.052 6.257 0.000 151.513 13.513 242.718 0.011 74.738 

2008 0.074 8.932 0.701 0.027 6.209 0.016 113.723 10.203 260.775 0.001 28.106 

2009 0.097 4.276 0.390 0.035 6.177 0.080 87.285 6.251 211.577 0.009 31.039 

2010 1.231 26.497 6.602 0.027 32.669 0.100 102.658 12.793 257.035 0.008 51.195 

2011 1.394 31.601 6.902 0.041 50.878 0.329 126.008 15.489 225.329 0.087 58.741

 2011년도 토양오염조사결과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전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선로변 유흡착포 설치, 무도유 선로

분기기 개발, 생분해성 윤활유 도입 등 토양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오염부지목록 등재 관리  

 2012년 철도분야 최초로 토양오염 우려개소를 환경부의 국가오염부지목록에 등재하

였습니다. 이 중 오염개연성이 높은 인천역 CY기지, 부산진차량사업소는 환경부 예산 

지원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는 등 철도부지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가오염부지목록(NCSI)

  : 환경부는 매년 국가오염부지목록을 작성ㆍ갱신하고, 오염개연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환경부 예산)

정부정책(GAIA Project) 참여 

 환경부에서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정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AIA 

Project(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화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역구내 토양오염우려개소 관리 

 각 역사 및 차량사업소 등에서는 철도차량에서의 낙유로 인한 선로변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선로용 유흡착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운행 시 유흡착포의  

말림 현상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바 및 케이블 타이를 이용한 설치

방법 개선 등 토양오염 방지활동 외에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로분기기 가동 부분에는 기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윤활유를 도포하고 있으나, 이는 미생물에 의한 자연분해가 곤란하여 장기간의 오염 

물질 축적에 따른 선로분기기 하부 토양의 오염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 생분해성 윤활유의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향후 선로분기

기의 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만족하는 도입기준을 마련하여 전사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 : mg/kg]

 인천역 CY기지  

 부산진차량사업소

 인천역 CY기지 정화시설물 설치

 선로 유흡착포 설치

 각종 매설 배관 관리도

 토양측정망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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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열차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물 보관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경영평가 항목에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 감소를 실천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배출 실명제 시행 등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폐기물 적법처리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장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배출시간 지정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성상별로 보관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실적을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 감소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 강사 

초청교육을 시행하고 단가계약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10 2011 2012

사업장폐기물(일반) 1,520 1,520 1,690

지정폐기물 1,161 1,534 1,933

[단위 : 톤/연]

   √ 폐기물 주요 배출원(업무형태별)

● 영업분야 :  생활계폐기물,  

 재활용품(캔, 폐지) 등  

● 차량분야 :  폐유액상, 폐유고상,  

 폐합성수지 등  

● 시설분야 :  폐목재, 폐자갈,  

 폐토사 등           

● 전기분야 :  폐밧데리, 폐유액상,   

 폐변압기 등

폐기물 재활용 

 열차와 역,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 등은 분리 수거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폐넝마, 폐제륜자 철편 분리매각, 폐공기호스 재활용, 폐목재류 연료 사용 제공 등  

폐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12년)

구  분 열차 재활용 역사 재활용

합  계 485,085 1,118,850

종 이 류 327,900 515,704

플라스틱 87,649 191,990

캔     류 27,765 149,746

병     류 34,355 215,303

기  타 7,416 46,107

폐자원 재활용 홍보캠페인 전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함께 전 직원이 참여 하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름다운 가계 홍보 활동을 철도역사 광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폐자원 수거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역·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잔반없는 날 지정,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안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는 식재료는 식품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 kg/연]

 재활용품 분리 보관

 폐 공기호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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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정온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차제작 

단계에서부터 저소음 차량 도입, 선로 건설 및 개량 시 방음·방진시설 등에 대해 철도시설  공단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철도 소음·진동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

철도교통 소음 기준 

 KORAIL은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지역사회의 편차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다수송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운행 

특성상 소음·진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특성에 맞는 교통소음 기준을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공기전달) 소음 기준

국 가 신설 선로 국 가 신설 선로

오스트리아
65~70 LAeq(day)
55~60 LAeq(night)

한  국
70 LAeq(day)
60 LAeq(night)
45 LAeq(5m) (실내)

덴마크
63 LAeq(24h)
85 LAmax

미  국
52~65 LAeq(1h) (정온)
52~65 LAdn (주거)
57~70 LAeq(1h) (학교 등)

프랑스
63(60) LAeq(day)
58(50) LAeq(night)

홍  콩
60 LAeq(30min) (낮과 저녁)
50 LAeq(30min) (밤)

독  일
67 LAeq(day)
57 LAeq(night)

일  본
70 LApeak (주거지역)
75 LApeak (상업 및 산업지역)

네덜란드
63 LAeq(day)
58 LAeq(evening)
53 LAeq(night)

스위스
60 LAeq(day)
50 LAeq(night)

스웨덴
63 LAeq(24h)
45 LAmax(실내)

중  국
70 LAeq(day)
60 LAeq(night)

철도소음측정망 현황

 환경부에서는 2004년부터 도심지역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을 권역

별로 선정하여 철도소음 측정망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지점현황

구 분 계 수도권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대전
지역

강원
지역

측정지점 35 9 9 8 5 4

 노선별 지점현황

 노선
 계

혼합선 (수도권) 경부선
동해

남부선
대구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광주선

35 7 8 1 1 4 2 1

경의선 중앙선 경전선 장항선 경춘선 영동선 태백선
KTX 전용

(경부)

1 2 2 1 1 1 1 2

 연도별 철도소음 측정현황(’10~’12)

정부의 생활소음 줄이기 참여

 정부는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6년 

제1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이어 ’11년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KORAIL에서는 철도차량 제작 시 저소음 차량 도입 및 레일 장대화 관리 등을  

통한 철도운행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년 실적 : 저소음 전기차량 170대 도입
    ✽’13년 계획 : 저소음 전기차량 381대 도입 

철도 소음·진동 저감 노력

 철도소음은 크게 네가지로 추진 장치에 의한 기계소음,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소음,  

열차 전두부 및 팬토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 기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경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소음원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량·개선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dB (A)

10년도

11년도

12년도

지면위 낮

주거지역(낮)

지면위 최고치예상층

최고치예상층 낮

주거지역(밤)

지면위 밤

상업 및 기타(낮)

최고치예상층 밤

상업 및 기타(밤) 주거지역(낮) 주거지역(밤) 상업 및 기타(낮) 상업 및 기타(밤)

58

57

59

58

62

56

62

62
61

60

65 65

57

62

62

56

61

60 61 60

65 65

57

60

62

56

61

60 61 60

65
64

57

62

58

58

소음원별 저감 대책

•기계소음

- 기계소음이 큰 디젤전기기관차를 저소음차량(전

기동차 298량, EMU246량)으로 교체 하고 있습

니다.   

•전동소음

-  ’15년까지 본선 3,998km 중 

3,689km(92%)의 레일을 이음매가 없고  

고중량의 장대레일로 개량 하고 있습니다.

   ※ 장대레일 : 길이가 200m 이상인 레일

•공력소음

-   차량도입 시 ISO-3095 기준에 의거 차량  

설계·제작에 반영 공력소음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 ISO-3095 : 철도적용 소음 측정 국제규격

•기타 운행소음

-  인구밀집 지역 관련하여 기적 취명 자제에  

대하여 승무원 특별교육을 시행하며,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11건) 시행 등

KORAIL은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철도차량

소음저감장치 개발
디젤전기기관차 정비 시 배기구에서 발
생되는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를 개발하
여 지식재산권을 출품하였습니다.

디젤전기기관차

 방음터널

 방음벽



환경나눔경영 실천

KORAIL은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of KORAIL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환경나눔경영 실천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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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자체 환경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NGO단체에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무료교육 등의 환경전문기술 나눔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은 물론, 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및 지역 주민에게 그린서비스로 환원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랑 나눔과 그린서비스

나눔 실천 “환경 프로보노”

 전문기술 나눔·확산 활동인 “프로보노퍼블리코”를 환경분야에 접목하여 ’11년 본사 

활동에 이어 ’12년부터는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NGO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무료교육 등을 통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Pro 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의 의미로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상 법률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

 환경 프로보노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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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부산경남

✽  정비단(3) : 수도권, 대전, 부산

전사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간  사 

(환경운영부장)

- 단장 : 환경경영처장

- 간사 : 프로보노담당

- 단원 : 본사환경인력 풀

- 단장 : 경영인사처장

- 간사 : 환경담당(경영인사처)

- 단원 : 지역본부 환경인력 풀

- 단장 : 기술계획처장

- 간사 : 환경담당(기술계획처)

- 단원 : 정비단환경인력 풀

본사 추진단 지역본부 추진단 정비단 추진단

 환경 프로보노 전사 발대식

 환경 프로보노 운영 프로세스

 2012년 환경 프로보노 성과

추진일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12.1월 000관광개발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 설계지원 및 관련법 교육

’12.4월 00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철차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억제방안 컨설팅 및 

교육 지원

’12.4월 00에스엠 탄소배출권 거래제 교육 및 산정관련 자문

’12.5월 0000사관학교 낙동강 자연환경 탐방 지원 및 생태체험 교육

’12.10월 00자동차공업사 사업장 폐기물(유해물질,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방법 자문

 건설폐기물 처리 컨설팅

 탄소배출권 자문

신청 단체 운영프로세스 KORAIL

 환경 프로보노 서비스 신청

환경 프로보노
서비스 수요 파악

환경 프로보노
서비스 공지 및 홍보

신청 접수 및 
사전 인터뷰

프로보노 매칭 및 
첫만남 진행

프로보노 활동 진행

종결 및 평가

 요청내용 정리 및 사전자료 준비

 담당자 선정

 필요에 따른 환경 프로보노 

서비스 프로그램 구상

 수요에 따른 환경 프로보노 모집

 오리엔테이션 시행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선정(인터뷰 진행 가능)

 적정프로보노와 매칭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지원

 환경 프로보노 활동

   (활동일지 작성 등)

 환경 프로보노 활동 피드백 및 

환류

 계획에 맞춰 활동하기

 환경 프로보노 서비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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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조성

 역사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

 또한, 주요 역사에 “아름다운 광장”,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등 선진 환경가치를  

창조하여 그린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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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되도록 on-line 커뮤니케이션 문화 공간인 ‘KORAIL 톡’ 앱을 운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모달 & 모달시프트

 국내 물류산업은 수송원가가 철도의 10배에 달하는 트럭에 의한 도로운송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운송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녹색물류체계, 

즉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KORAIL은 주요 항만에 철도 

인입선 추가, 철도전환 교통보조금제도 도입, 컨테이너 전용화차 도입, 모래수송 전용

열차 운행, 친환경 철도차량 보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수단의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교통분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

하고자 철도와 다른 수송 수단을 연계하는 인터모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과의 녹색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철도 물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철도화물 수송분담률 확대의 효과

 -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이 1% 증가 시 마다 연간 6,000억원의 기업물류비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갖습니다.

 고객수송 연계교통망  One-stop Service

 KORAIL 톡 (앱 어플)

•교통광장 조성

   - 홍성역, 천안역

•급행전동차 확대운영

   - 안산선 급행

       안산-금정간 7.5분 단축운행)

   - 주말 급행전동열차

      (경인선 50회, 경원선 5회)

   - 경인선 급행 탄력운행(3분 단축)

철도 편리성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연계수송 확대

•자전거 주차장 설치

   - 서대전역, 밀양역, 울산역

•자전거 보관대 설치

   - 서울역 등 267개역 설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춘천역 등 30개역

•경춘선 전동차 자전거 보관공간 설치

•고속철도 주요역 렌터카 서비스

   - 대상역 :  서울,영등포,광명,오송,

       천안아산,대전,김천(구미),

       창원중앙,동대구,신경주, 울산, 

       익산, 광주 

•공항철도 직결운행 예정(2014년)

   - 부산-인천(1일/24회)

   - 목포-인천(1일/8회)

그린네트워크
구현

지금까지

앞으로는

철도는 미래형 교통수단 입니다.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자택 차 목적지

자택 차

역주변대형주차장 역렌터카

차 목적지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다운 광장 조성  부산신항 철송장

 자전거 주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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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로-Day

 열차강의실(순천향대)  

 폐가전제품 수거 협약 

 무궁화길 만들기(밀양역)

 탄소포인트 MOU(제천)       녹색 MOU(동부산림청)

녹색생활 실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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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아웃 적용 차량요일제, 지구촌불끄기 행사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를 참여(’10~’12)하여 대외 환경우수 기관과의 교류 

및 철도의 친환경성을 알렸으며, 철도의 녹색생활실천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열차 강의실 운행 등 산학협약

 서울-신창(순천향대역) 1호선 ‘누리로’ 전철 구간에 순천향대학교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열차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녹색 업무협조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지자체, 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 산림청,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탄소포인트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환경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라이프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폐 가전제품 재활용 무상 수거 협력과 (사)무궁화

사랑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역광장 무궁화 길만들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 활동의 참여를 위해 그린포인트제를 가입하여 범국민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그린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기업문화 조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KORAIL은 Green Network 구성을 위하여 지자체, 민간 환경단체 등 다양한 환경분야 이해관계자

들과 교류를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파트너십 구현

환경 보전활동

 KORAIL은 공공성 실현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자연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속별 1산(137개) 1강(126개)을 선정하여 수시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각종 환경행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간 인 원(명) 수거량(톤)

합 계 69,486 1,080

대수송(설, 추석) 기간 연중 14,105 394

국토대청결 운동 3.1 ~ 3.31 7,768 100

철도환경주간 6.4 ~ 6.29 12,870 46

1산 1강 및 기타 연중 34,743 540

      

 

 또한, 지역사회 및 NGO 단체와 연계하여 환경보전활동 전개, 환경보호 역량 강화 교육, 

각종 벤치마킹 추진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 역 환 경 활 동

공 통 폐자원 수거를 통한 기부행사, 그린리더양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수도권 에코마일리지 참여, 관할시·구청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 지구살리는 녹색여행 캠페인

강원지역 YMCA와 1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차없는 거리 행사 

충청지역 정선군과 함께하는 고한역 야생화 공원 조성, 나눔장터 참여

호남지역 수자원공사·시·에너지관리공단·YMCA와 연계한 환경봉사활동,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차캠프 

영남지역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 환경의 날 치어방류,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고장 물 살리기, 산 짐승 먹이 
주기, 등산로 주변 자연보호 활동, 하천정화 활동, 그린포인트제 가입

 환경의날 행사

 국토대청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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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나래 활동(대전충남) 

 레인보우 활동(경북본부)

1처 1책임구역제

처  벌 책임구역

경영인사 경북선(정촌 - 옥산)

안전환경 경북선(정촌 - 옥산)

영 업 처 중앙선(소백산 - 문산)

차 량 처 영동선(문단 - 춘양)

시 설 처 중앙선(의성 - 화성)

전 기 처 영동선(녹동 - 석포)

녹화사업 추진 성과

 녹화사업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동참하여 총 438개소 133십만 그루(본)의 녹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개소 식수(그루) 개소 식수(그루) 개소 식수(그루)

계 361 7,892,291 390 11,549,331 438 13,354,954

수림대 조성 (그루) 154 310,829 129 299,938 109 1,437,871

방음벽 녹화 (그루) 18 24,800 11 3,502 20 4,692

꽃단지 조성 (본) 189 7,556,662 250 11,245,891 309 11,912,391

 기관별 참여실적

 

 ’13년도에는 소속특성에 맞는 438개의 식재개소 및 662개소의 수목 정비개소, 174

개소의 야생화단지 담당구역 지정 운영을 통하여 철도변에 녹화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ORAIL은 녹색철도 성장전략과 더불어 철도변 공한지에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수림대 및 꽃  

단지 조성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도 녹화사업

환경친화적 푸른철길 조성

 지자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및 지역의 관문인 철도역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벽에 담쟁이 넝굴, 사철나무, 수목 조성 등을 

통하여 소음 민원 감소 및 푸른 철길 만들기의 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로변, 역광장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여행 환경 조성 및 온실

가스 상쇄 활동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변 도시숲 조성

● 원릉역 구내

● 대전-서대전간

● 동해-묵호간

 꽃길 조성

 녹화사업

● KORAIL

● 지자체  

● 민간단체

수림대 조성

10%
1%

89%

 녹화개소 증가(12%)

2010년

2012년

개소

2011년

361

390

438

 사업비절감 (180억)  식재수량 증가(18%)

2010년 2010년

2012년

억원

2012년

만그루

2011년 2011년

81 800

183 1,100

180 1,300



78 79

2012 Environmental Annual Report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  |  환경나눔경영 실천

 기업공시

 역사 전광판 홍보

 그린카드 홍보 

 그린카드 발급 감사패 수상 

 실천서약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평가

 환경성과평가 시행 시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직원들의 노력도를 평가 시행함으로 적극적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우수 소속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물론 사장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홍보

 KORAIL 홈페이지 내 기업 공시와 지속경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녹색소비 장려 홍보에 역사 전광판, 객실 내 모니터 및 방송을 활용하고 그린

카드 발급 홍보를 시행, 녹색제품 구매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부급으로 구성된 녹색리더 임명과 전 직원의 녹색 실천  

결의대회 참여를 통하여 녹색구매 활성화에 동참하고 구매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매 활성화 프로세스로는 소속내 녹색제품구매 실천인을 지정 운영하여 녹색제품 확인 

및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천리더(소속장)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녹색제품  

구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매 프로세스

KORAIL은 녹색강국 그린 코리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녹색제품 구매확산, 녹색소비 문화정착 

및 촉진을 실천하는 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지속가능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및 피해를 줄이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

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노력

녹색구매 관리

 KORAIL은 적극적인 녹색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규*에 반영하여 녹색구

매 활성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사규 : 철도환경관리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예산집행지침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또한 각종 용역 계약서, 공사 시방서 등 입찰공고 시 녹색제품 우선사용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있으며

 매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MRO, ERP)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실적관리

 관할 소속별 특성에 맞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는 물론 본사에서 연 4회씩(기획조정

실 2, 감사실 2) 전사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실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사 환경성과평가 시행 시 소속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2년 정부경영평가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평가결과 만점을 획득하였습니다. 

 SNS를 활용한 구매 

 녹색제품 구매 교육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 노력도   

구 분

실   적 
비율

(%)
총구매

(백만원)

녹색 상품구매

(백만원)

2012 10,575 9,614 90.91

2011 10,690 8,734 81.70 

2010 11,339 8,977 79.17 

2009 12,894 10,352 80.28 

구 분

구매제도 개선 실적
교육 및 이행

지시

공표시스
템

구축

평가
인센
티브

규정
반영

시방서 기타 교육
구매
이행
지시

합계 2회 2회 4회 269회 4회 92회 58회 3회

 녹색제품 구매 실천리더   전 직원 녹색 실천 결의대회 

소속 내 「녹색제품구매실천인」 지정에 
의한 녹색제품 확인 및 구매

▶ 녹색제품구매 실천서약서 작성비치

▶ 녹색제품 확인

    - 녹색장터 (www.greenproduct.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녹색제품 미 구매시 사유서 작성

▶ 각 처 「녹색제품 구매 실천인」 지정 

▶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녹색 건설자재 

    우선사용 명문화

▶ 녹색제품 미 구매 사유서 확인

소속장 「녹색제품 구매 실천리더」 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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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KORAIL은 우리아이들이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