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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KORAIL 안에 있습니다.

1899년 첫 기적을 울린 경인선부터 2004년 시속 300km의 벽을 넘은 KTX까지, 철도는 115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끄는 국민의 발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대륙철도 시대, KORAIL은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까지 달리겠다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철도는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ORAIL 

역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KORAIL은 2006년부터 환경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기업윤리 협약을 통한 환경경영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UN Global Compact 회원사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친환경 전기철도

차량 도입 확대와 온실가스배출권 모의거래제 운영, 탄소성적표지 인증 참여와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환경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입지도 다졌습니다.

국민행복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꿔온 KORAIL의 노력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 

위원회의 ‘탄소공개 특별상’과 환경부 주관 환경정보공개 대상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  

대상, 그리고 소비자가 선발하는 올해의 녹색상(ITX-청춘)을 수상하며 그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받았

습니다.

앞으로도 KORAIL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통한 새로운 환경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철도 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며 사람·세상·미래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철도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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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청춘, 올해의 녹색상품

2012년 KTX가 공공기관 최초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된데 이어 2013년  

경춘선 ITX-청춘이 선정됨으로써 철도 운송기관인 KORAIL이 2년 연속 수상

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말·공휴일 수요가 두드러진 경춘선의 2층형 좌

석급행열차인 명품 관광노선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녹색

생활에 기여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

녹색철도 운행을 통한 연간 약 800만 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확대, 저탄소 철도여행상품 개발, 신설역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통한 녹색철도운동 추진 등의  

활동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아 수상하였습니다.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탄소공개 특별상’수상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 확대, 환경 친화적인 철도 운행으로 교통부문 온실

가스 감축, 사내 배출권 모의거래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약 경쟁 유도 및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응 등 친환경 탄소경영 활동을 인정받아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자발적 참여 부분 ‘탄소공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누리로 서울-신창 노선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누리로는 서울-신창 116km 노선에서 승객 1인당 탄소배출량이 2.5kg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탄소성적표지인증을 받았습니다. 동일구간을 승용

차로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19.5kg의 1/8 수준입니다.

환경정보공개 최우수기관 선정

환경경영활동과 사회적 책임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3년 처음 도입되어, 1,047개 기업 및 기관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평가 결과 대상 1개사, 우수상 5개사, 장려상  

2개사, 특별상 2개사를 선정하였으며 KORAIL은 대상을 수상하여 환경정보 

공개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 보고대회 대상

2013년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 보고대회에서 녹색소비  

문화정착 노력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공기업 최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ORAIL에서는 녹색구매 확산, 녹색소비 문화정착 및 촉진 실천을  

통하여 KORAIL의 지속가능 환경경영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

습니다. 

’13년                의 대외 평가

  대한민국디자인경영대상 디자인경영부문 대통령상 수상

  ITX-청춘(상봉↔춘천)운송서비스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하이스트브랜드 3년 연속 대상(KTX) 수상 

  철도고객센터 콜센터서비스분야 3년 연속 KS 인증

 고객만족·경영 부문

   국가 공인 소비자중심경영(CCM) 3회 연속 인증 획득

  LACP 지속경영보고서 부문 금상(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년 연속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혁신경영부문 대상

 공공기여 부문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3년 연속 지속 대상 수상(사회책임경영부문)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O-트레인,V-트레인)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

 사회환원

성    과 2012년 2013년 증감율

신규 일자리 창출인원 41,226명 45,619명 10.6%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억 원) 6,160 5,725 7.0% 

사회적기업 지원금액 40억 원 45억 원 12.5% 

사랑의 성금 참여율 81.5% 86.6% 5.1% 

 KTX 브랜드 가치 

* ‘12년 대비 10단계 상승

 고객만족도 2.7점 향상       [기준 : 100점 만점]

 도로교통 혼잡완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

ʼ12

ʼ12

ʼ13

ʼ13

26위

88.8

16위

91.5

KORAIL은 안전하고 정확한 철도의 가치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시간과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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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KORAIL의 가치

2010

79.17

81.7

총 2.53

총 9.21

90.91

2011 2012

3,810억 원/년 발생

자동차 통행시간 절감
1,994억원

자동차 운행비용 절감
1,528억원

도로 교통사고 저감
178억원

도로교통 환경피해 저감
110억원

▲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의 사회경제적 효과(한국교통연구원, 2011)

2.5㎏

철도운송서비스 1인 편도기준
(누리로 서울-신창 노선)

    브랜드

 9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하이스트  
브랜드 인증

   ✽  브랜드스탁 선정 철도 부문 브랜드 가치 1위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후변화 종합대응  선진 환경운영관리   환경 나눔경영 실천

Introduction of KORAIL  

Introduction of KORAIL 

KORAIL은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환경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철도운송서비스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KORAIL  |  Introduction of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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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기준 ]

KORAIL은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로서 국민에게 고품질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가능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철도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ORAIL 소개 

 KORAIL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1899년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하여 115년간의 역사아래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안전한 운송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고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영업현황

철도거리
3,587.8km[복선거리 2,006.8km(55.9%), 
전철거리: 2,453.8km(68.4%)]

선로거리* 8,456.4km(본선 6,423.4km/ 측선 2,033.0km)

차량현황 17,398량 (KTX 1,160량)

역
667개 ( 보통역 340개, 배치간이역 70개, 무배치간이역 218개, 
조차장 2개, 신호장 32개, 신호소 5개)

1일 수송실적
수송량 : 여객 334.7만 명, 화물 9.5만 톤
운송수익 : 여객 76.9억 원, 화물 9.5억 원

* IFRS(연결재무제표) 기준

[ 2014년 4월 기준 ]

* KORAIL 모든 선로(본선, 측선, 인입선 등)의 길이의 합(복선, 쌍복선, 구간은 각각 단선의 2배, 4배로 계상)

일반현황 

기  업  명   한국철도공사(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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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본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이사 최연혜

조     직 [본사] 7본부 7실 3단 60처,  [소속기관] 15개 부속기관, 12개 지역본부

자산통계 22조 3,099억 원

부채총계 17조 5,834억 원

매  출  액 5조 1,010억 원

기업개요

 철도 사옥



경인선의 첫 기적을 울린 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철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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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999년  한국철도 100년

2013년 중부내륙권 순환관광열차 개통

2013년 남도해양관광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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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00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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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973년  중앙선 전철(청량리-제천)간 개통식

c.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d. 1979년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a. 1933년 부산·중국 봉천

b. 1905년 경부철도 개통식 남대문역

c. 1955년 경부선 통일호열차 운행식

한국철도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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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입니다.

한국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세계의 어떤 기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2010~2013년 철도사업 다변화

1963년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1
8
9
9
년

 경
인

선
(노

량
진

-
제

물
포

)개
통

, 모
갈

 

1980년 국산 새마을 동차 

운행식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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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여 경영상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슈에 대해 능동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조직·계열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교통리더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및 조직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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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로 구성되며,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서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부에 철도산업에 특화된 전문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영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구 분 이름 직책

상임
이사

최연혜 사장

손창완 상임감사위원

김영래 부사장

조노영 안전본부장

김종철 여객본부장

엄승호 기술본부장

곽노상 사업개발본부장

비상임
이사

유재흥 (전)국군정보사령부 여단장

손봉균 (현)제일향업(주) 대표이사

김희중 (현)서울경제신문 편집위원

최윤철 (전)㈜종합건축사무소 동일건축 사장

정수일 (전)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조석홍 (현)울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성규 (현)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조승호 (현)대주회계법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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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장

부사장

상임감사

위원

비 서 실

경영지원본부 안전본부

경영혁신실

감사실

기획조정실 인사노무실 재무관리실 수종조정실

12개 지역본부 20개 부속기관

홍보문화실

여객본부 광역철도본부 광역철도본부물류본부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시설기술단

전기기술단

KORAIL유통

유통소매업

- 자본금(30억 원) 지분(100%) 

KORAIL로지스

철도물류연계사업

- 자본금(77억 원) 지분율(92.1%) 

KORAIL관광개발

관광레저, 열차내 서비스

- 자본금(40억 원) 지분율(51%) 

KORAIL네트웍스

역무관리, 주차장 운영

- 자본금(72억 원) 지분율(89.5%) 

KORAIL테크

철도관련 공사 및 보수

- 자본금(19억 원) 지분율(97.3%) 

KORAIL공항철도

공항철도 운영 

- 자본금(2,700억 원) 지분율(88.8%)

KORAIL
유  통 KORAIL

로지스

KORAIL
관광개발

KORAIL
공항철도

KORAIL
테   크 KORAIL

네트웍스

[2014년 4월 기준]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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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KORAIL

 202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 ‘국민행복 KORAIL'을 통해 절대 안전체계를 기반으로 창조적 고객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세계 일류 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핵심가치를 수립하였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핵심가치와 연계하여 경영가치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특히, 경영방침인 ‘흑자경영’, ‘절대안전’, ‘창조경영’, ‘조직혁신’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CEO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수립 및 확산

  KORAIL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

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비전 및 핵심가치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9일 임직원과 고객 대표, 외부 인사 등 1,000여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업흑자 실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기

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며, KORAIL형 창조경제 등 상생융합 경영을 통해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 로드맵

  KORAIL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확립하고 15대 전략과제와 

43개 실행과제를 정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적 발전 로드맵에 따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Mission

Vision

핵심가치 

경영방침

5대 전략

2020년

경영목표

국민행복 KORAIL

핵심가치

안전
우선

고객
만족

변화
도전

흑자 
경영

절대
안전

창조
경영

조직
혁신

경영방침

최적 운송
체계 확림

영업이익률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매출비중

안전운행
서비스

고객만족도
(PCSI)

지속가능
경영 지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매출비중

절대 안전
체계 확립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사고 ‘Zero’
안전체계

구축

 KORAIL의 비전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

세계일류
철도 운송 

기업

국민행복

KORAIL
KORAIL은 철도산업발전방안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3년  

‘국민행복 KORAIL’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고 내·외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핵심가치를 수립하였으며, 국민의 행복과 환경보호 그리고 철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경영가치체계

 비전선포식

9.0% 19.3% 1,622건/
백만㎞

95.5점 AAA 등급

글로벌 
조직 경쟁력 

제고

 연도별 경영목표 달성 로드맵

경영목표 단위 2014년 2017년 2020년

영업 이익률 % ∆2.3 5.5 9.0

미래성장 동력
사업 매출비중

% 10.0 16.2 19.3

안전운행
서비스

건/
백만㎞

2.252 1.933 1.622

고객 만족도 점 91 93.6 95.5

지속가능 
경영지수

등급 AAA AAA AAA

비상경영
단계

경영
정상화 
단계

안정성장
단계

글로벌
종합운송기업

도약

➊ 운송사업 최적화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

➋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➊ 다원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
력사업 육성

➋ 비용구조 개선에 
기반한 운송사업 
경쟁력 확보

➊ 지속적 흑자경영을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 강화

➋ 미래성장동력 확대

➌ 세 계  선 진 철 도  
수준의 철도운영·
서비스

➍ 대륙·유라시아 철도 
확 장  통 한  성 장  
가속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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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  

 KORAIL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를 활용한 간선여객과 다양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익을 증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수송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송력 보강으로 KTX의 장점인 장거리  

대량 수송능력을 활용하여 연휴기간이나 명절 등 수요 집중기간에 KTX 공급을 확대하고, 

금요일에 KTX 정기열차의 운행을 확대하여 318억 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비수익 노선(중앙·영동·

태백·경전선)을 변화시킨 철도관광벨트 구축(O·V·S-Train), 힐링이 융합된 다양한 

테마열차 운행 등을 개발하여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속열차(KTX),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  326개역(KTX 41개 정차)

●  철도거리            KTX 368.5㎞, 일반열차 3,219.3㎞

●  열차운행거리(연)  KTX 32,191천km, 일반열차 35,678천km

●  수송량(연)          KTX 54,744천 명, 일반열차 77,289천 명

●  매출액              KTX 16,034억 원, 일반열차 5,051억 원

 

 2013년 주요 성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여객사업 매출액(백만 원) 1,865,014 2,006,188 2,110,524

인당 여객수송량(천 명) 121,796 125,817 132,033

광역철도사업  

 주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로 여행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역전철의 속도경쟁력을 강화하고 ITX-청춘 열차의 영업전략을 

차별화하여 철도수송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분당선(수원~죽전), 경의선(공덕~ 

대곡), 경부선(용산~천안) 등 도시간의 노선을 확대하여 수송량을 증대하였으며 ITX-

청춘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말 중심의 열차운행체계로 개편, 광역철도 각 역의 

주요 유명장소를 소개하고 지역의 축제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처 운행되는 급행전동열차(광역전철, ITX-청춘)
√ 12개노선, 228개역

●  철도거리 523.3㎞ 

●  1일 운행횟수 2,432회(ITX-청춘 44회 포함(주중기준)) 

●  수송량 109,836만 명 

●  매출액 7,218억 원

 

 2013년 주요 성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광역철도사업 매출액(백만 원) 597,703 676,153 721,820

광역철도 이용 고객 수(만 명) 99,685 102,718 109,836

물류사업  

 KORAIL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여 전략상품을 집중 관리

함으로써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주력 상품화하여 5개 

권역에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도, 인수하는 야적장)를 조성

하여 155만 톤 수송능력 확보, 새로운 전략상품으로 철강품을 집중 육성하고 왕복수송 

등 신규 수송루트를 개척하여 144천 톤, 1,092백만 원 규모의 수송을 유치, 화물취급 

인프라 거점화 등으로 비용을 540억원(6.2% 증가) 절감하여 저비용 고효율 수송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하역, 창고사업, KTX특송, 국제물류주선업 등 종합 물류서비스 

√ 화물취급역 127개역

√ 복합물류시설 10개소 확충

●  화물영업거리 3063.9km

● 1일 운행횟수 화물열차 279회(성수기 주중 월말 기준)

● 수송량 39,822천 톤(컨네이너 11,853천 톤, 기타 27,969천 톤)

● 매출액 3,564억 원

 

KORAIL은 여객사업, 광역철도사업, 물류사업 등 운송사업과 다원사업, 해외 및 기술사업 등 비운송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송량을 증대시키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노력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부내륙권 관광벨트(O·V-Train)

 남도해양권 관광벨트(S-Train)

< 남도해양권 관광벨트 >

슬로우&힐링 / 백두대간

순환(O)·협곡형(V) 관광 전용열차 운영

프리미엄 해양·레저 / 해양관광  전용열차 운영

  5개권역의 요충지에 CY조성

 광역철도(ITX-청춘)

구분 수송능력

신탄진
(’13.5)

옥계
(’13.5)

문수
(’13.6)

동산
(’13.8)

하남
(’13.11)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2만톤

15만톤

16만톤

39만톤

13만톤
3배

56만톤

옥계

문수
신탄진

동산

하남

 철도수송 품목별 분담별(’12년)

                      [단위 : %]

시멘트

36.2
1위

컨테이너  2위
      30.0

석탄 12.1

철강 6.6

유류 2.9

기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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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주요 성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물류사업 매출액(백만 원) 346,096 353,700 356,434

화물수송 수송량(천 톤) 40,012 40,309 39,822

다원사업  

 다원사업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사업으로 역사내·외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사업,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광고매체 개발, 카셰어링 서비스 등 철도 연계 

서비스사업, 해외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동산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개발규정을 재정립하여 7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며,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주

택사업중 3개 철도부지 시범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을 차별화하여 2013년 5월에는 중소기업 명품마루, 6월에는 서울역 도시락

매장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광고매체 개발사업과 주차장사업 또한 고객 

참여형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하고 친환경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가치를 향상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 자산개발사업, 관광사업, 해외사업

●  매출액 1,487억 원

  - 임대사업 462억 원, 유통사업 389억 원, 광고사업 215억 원, 해외사업 94억 원, 

     주차장 64억 원, 기타 263억 원

 

 2013년 주요 성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다원사업 수익(백만 원) 129,076 146,041 148,719

다원수익 비중(%) 2.3 4.2 3.3

  

60㎞/h 70㎞/h

80㎞/h90㎞/h

100㎞/h 300㎞/h

         4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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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h

서울-목포  운행시간 2:58

속도  (평균) 138㎞/h (최고) 3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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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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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도시락 매장

 중소기업 명품마루



                                                                  기후변화 종합대응  선진 환경운영관리   환경 나눔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Introduction of KORAIL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KORAIL은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동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철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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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침

환경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KORAIL의 환경방침은

 첫째, 배출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환경관리에 힘씁니다. 

 둘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산업의 친환경성 향상에 노력합니다. 

 셋째, 국제기후협약에 따른 환경규제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 추진 Roadmap

환경경영 전략체계

 KORAIL은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세계일류 친환경 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환경

경영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3대 전략, 13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ORAIL은 환경경영 성과를 환경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진 철도기관 및 최고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목표달성과 전략을 위한 핵심측정지표 KPI(key Perfomance Indicator)

구  분 ’13실적 ’14 ’15 ’16 ’17 ’18 ’19 ’20

감축목표달성
(tCO2)

160,842 151,963 142,412 154,296 170,813 172,343 186,973 188,962

환경시설
개선노력도

(개소)
8 6 5 4 3 3 5 5

단계별
목표

주요

추진 

과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
(294,375tCO2e)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에 

적합한 경영체계 구현

•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에 대비한 

전사적 친환경 경영 강화

 - 환경정보시스템 검증

 - 에너지미터기 단계적 도입

•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  기술개발사업 비교·경쟁을 통한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및 설계 

 -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환경비용관리를 고도화한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고도화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목표 

달성

 -   철도차량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분석

• 환경설비 투자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시범 설치

 - 3MW급 태양광발전설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친환경사업 발굴 및 시설확충을 

통한 환경경영 확대

•환경경영통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설치 확대 

검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
(497,452tCO2e)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
(375,935tCO2e)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사회적 책임완수와 환경보전 및 친환경경영 추구에 바탕을 두고 대내 

적으로는 환경오염 예방관리 강화와 전사적인 환경개선활동에 만전을 기하며, 대외적으로는 지구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선진 환경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KORAIL은 고객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는 타 교통수간과 비교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교통수단입니다. KORAIL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에 적극 투자

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환경경영의 비전 및 전략

목     표

환경비전

2013년 

중점 전략과제

전략과제 세부실행과제

환경경영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녹색철도구현

단기 : 2014~15년 중기 : 2016~18년 장기 : 2019~20년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친환경 경영체계 안정화 탄소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기후변화 대응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환경역량강화 및 
전략적 환경소통

1. 탄소경영기반 강화

2.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능력 향상

3. 구석구석!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1. 환경투자 예산사업

 2.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3. 철도부지 토양환경 가치 제고

 4. 환경 친화적 친수문화 정착

 5.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1. 환경 인적자원 역량 강화

 2. 환경경영 대내·외 홍보 강화

 3. 환경네트워크 및 환경보전활동

 4. 환경 프로보노 활성화

 5.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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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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처

원

4

명

처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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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환경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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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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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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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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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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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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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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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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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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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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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담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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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담

당

1

명

본부조직 12개

수

질

대

기

소

음

사업소

단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1

명

파

트

장

1

명

차량정비단

철도환경자문회  

  KORAIL은 철도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대책 및 정책수립 시 정부, 학계(교수그룹) 등  

환경전문가와 NGO 등 민간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반영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환경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문회의 운영은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합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감축방안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연구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들의 정책 방향성 제시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철도환경협의회 

 KORAIL은 2009년 8월을 시작으로 11개 철도운영기관이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철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법령 제·개정 등 현안사항 대응 및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및  

종합자동측정기 사업관련 전액지원 등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환경기술교류회

  KORAIL은 최신의 환경기술 정보공유 및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위한 내부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환경전문기관과 환경기술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

니다. 이는 철도환경분야 기술개발 사례를 통한 실제 현장의 활용성 향상 추진, 공사 환경

경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환경 현안사항 토의 등을 공유해 기관의 환경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환경전문인력 양성

 KORAIL은 2010년 1월 환경부로부터 녹색성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녹색마인드 및 환경의식 향상, 환경시설물 적정 관리를 위한 “녹색환경관리

과정”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외부전문기업의 위탁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철도환경협의회

 환경기술교류회

 철도환경자문회

 녹색교육기관 지정

KORAIL은 원활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내에 전사 환경전담 조직을 두고 현업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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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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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평가

 KORAIL은 년도 말 환경성과평가를 통해 환경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환경경영 패러 

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ㆍ보완하여 내부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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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권장정책 이행 등입니다.

 이러한 환경성과평가 시행을 통하여 환경경영 활동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비용절감을  

통한 전사적인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환경성과평가 지표      

구  분 항 목 별 세 부 항 목 평가방법

경영성과 지표

(MPI)

 환경경영 일반관리

 추진계획 수립·실적관리

현장평가

 감사 및 평가 환류

 환경 비상대응체계 구축

 환경실무위원회 운영(매월)

 환경경영정보시스템 운영(교육,입력)

 환경교육 시행 및 효과성 여부

 환경비상용품 관리 적정여부

 소속장 및 직원 관심도

 정부(공사)정책 적극 이행여부

 환경규정 개정내용 숙지 및 관리상태

 환경성검토 시행실적

 환경비용 절감  비용절감 및 재활용 노력

 소속 환경지도점검
 점검 노력도

 BP(Best Practice) 평가

 환경담당자 전문성 확보  변경 횟수, 직급, 전문성 평가

환경시설 투자

 KORAIL은 환경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집진설비를 설치하고 

배수로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측정장치를 구비하여 환경오염  

저감활동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설비투자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에 약 2,435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환경시설 투자 집행금액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질 61 239 344 283

대기 305 108 360

토양 29 47 1,753

폐기물 24 7 39

총합계   403   268 506 2,435

[단위 : 백만 원] 환경시설 신설공사

분 야 건 수

수질 7

대기 1

폐기물 1

소음 2

 환경시설 개량공사

분 야 건 수

수질 10

대기 6

토양 20

폐기물 1

소음 3

 폐수처리장 준설(수색차량사업소)  집진기 설치(제천차량사업소)

KORAIL은 폐기물, 수질, 토양, 대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저감 프로세스 개선, 환경리스크 해결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하는 등 친환경 녹색철도를 위해 환경경영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KORAIL은 친환경 경영의 선두 주자로 각 소속의 자발적 환경개선과 환경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지도·컨설팅을 시행하여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인프라 확대  환경성과 평가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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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도·컨설팅  

 점검결과 환류

 급유배관 누유 방재훈련 

 철도차량 유류사고 훈련

 하천 유류 방재훈련

경영성과 지표

(MPI)

 철도녹화실적  시설기술단 건축시설처 위임평가 현장평가

 환경법규 준수율  환경법규 위반 계량

 환경개선 제안노력도  실시제안 심사 결과 계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추진 실적
 소속별 목표관리추진 실적 계량

 녹색상품 구매  이행도 및 노력도 계량

운영성과지표

(OPI)

 탄소경영활동
 운전용 에너지절약 노력도

현장평가

 생활전기 절약 노력도

 환경시설물 관리

 환경예산공사 시행여부(1건 이상)

 토양·수질관리

 폐기물·유해물질관리

 대기질·소음관리

 환경시설물 일반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환경 민원처리

 환경 홍보

 환경 프로보노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활동

환경지도ㆍ컨설팅 

  KORAIL은 본사와 현업 소속간 양방향 소통강화를 위하여 각 소속의 환경경영 추진현황 

및 환경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 지원 등에 따른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우수 수범사례는 전 소속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소속별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교차점검

 KORAIL은 각 지역본부 환경업무 담당자간의 교차점검을 통하여 자 소속의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타 소속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장에 적용·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본사의 확인이 필요한 현안사항 발생 시 특별·수시 활동을 통하여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KORAIL은 열차운행선 및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유류, 폐수 등)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수질·토양)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과 환경오염 비상대응 물품을 구비하여 환경

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2차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점검 

  환경사고 예방체계   환경사고 조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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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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KORAIL은 철도환경 운영 노하우를 전산화·통계화하여 빅데이터의 정보 분석 및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OVIS 환경기준정보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환경회계 관리, 환경활동 및 자원

관리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관리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 체계 등의 고도화 작업이 추진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분석      에너지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      

ISO 14001 사후관리 강화 

  KORAIL은 철도차량 검수분야의 핵심 소속인 차량정비단(수도권,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ISO 14001 획득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증 갱신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SO 14001의 전사 확대를 위해 전사적인 환경표준화 모듈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비용 투자 관리

  KORAIL은 환경비용 투자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분야별 

환경투자·비용에 대한 차이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 환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환경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투자와 업무성과를 위해 환경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사업 대상을 선정

하고 투자사업 확정과 설비투자 등 경영층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주요 이해관계

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KORAIL은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환경경영 콘텐츠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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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취득날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2003.9

부산철도차량정비단 2002.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2002.11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코레일 환경경영 추진 핵심 동력으로의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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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경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환경자원, 환경투자, 시설관리 등 환경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리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로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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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녹색상품 2연속 수상

 KORAIL은 2012년 KTX(서울-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2013년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ITX-청춘(상봉-춘천)이 선정되는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올해의 녹색상품

◈ 올해의 녹색상품이란?

    올해의 녹색상품은 상품의 환경개선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고의 녹색상품

◈ 주최(후원)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 선정대상 : 10개 품목, 76개 제품의 친환경상품 및 친환경서비스

 ITX-청춘                   탄소성적표지 인증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된 ITX-청춘은 친환경성, 차별화된 상품성,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소비자 패널 평가와 소비자 직접 투표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이는 KORAIL이 명실상부한 친환경 교통기관임이 입증된 결과입니다.

 녹색상품 현장실사

 소비자 패널 투표

 올해의 녹색상품 수상

환경정보 공개 최우수기관 선정

 KORAIL은 환경부가 주최한 ‘제 1회 환경정보 공개 우수기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환경경영 활동과 사회적 책임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가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는 것으로 KORAIL은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 친환

경역사 건축,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 등의 환경경영 활동과 지속경영보고서 및 환경경

영보고서 발간, 철도분야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등 환경정보 공개 활동이 우수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기관부문 수상

 KORAIL은 ‘제3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을 기관부문에서 공기업 최초로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기후변화센터가 한 해 동안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지자체와 기업,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ORAIL은 녹색철도 운행을 

통한 연간 약 800만 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확대, 

저탄소 철도여행상품 개발, 신설역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통한 ‘녹색철도운동’ 추진 등의 활동이 우수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탄소공개 특별상”

 KORAIL은 공기업 중 처음으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로부터 자발적 참여부분 ‘탄소공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DP 한국위원회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50개 상장사와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온실가스 절감성과 온실가스 정보공개수준 등을 조사해 

이뤄졌으며, KORAIL은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확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내 

배출권 모의거래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약 경쟁 유도 및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응 

등 친환경 탄소경영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KORAIL은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최한 ‘ITX-청춘, 올해의 녹색상품’,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정보 

공개대상’ 및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기관부문’ 수상 등 환경경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KORAL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

겠습니다. 

’13년 KORAIL의 친환경 대외 평가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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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철도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도로 및 자동차 확대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인 철도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도로대비 부족하였던 철도의 SOC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교통부문 SOC 투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도로 74,487 77,614 91,667

항만·공항 17,012 17,056 16,121

철도 54,055 61,129 69,141

✽  자료 : 2012~14년 예산안(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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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대기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는 

철도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단위 수송당 에너지 소비량 비교               

구  분 2007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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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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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철도는 자동차의 편리성에 밀려 일부 도시간 철도를 제외하고는 이용빈도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이었

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부족,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 등 환경·에너지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철도의 친환경성이 재조명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과 대비하여 탁월한 수송 효율성으로 21세기 최고로 주목받는 교통수단으로 재탄생 하였습

니다. 

친환경 철도의 우위성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 보고대회 수상

 KORAIL은 환경부가 주관한 ‘2013 제1회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 보고대회’에서 

공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녹색제품이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환경마크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 인증을 획득한 상품)으로 KORAIL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지침 및 계약규정 등 사규제정, 코레일 전용 MRO시스템 구축, 물품·계약·환경

담당자의 전문교육, 다양한 철도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 녹색소비 문화정착 및 

촉진 실천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UN Global Compact 가입 및 활동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세계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적 협약으로서 13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기업과 세계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KORAIL은 2007년 5월 가입, 이 협약의 멤버로서 환경원칙인 ‘기후보호(Caring 

for Climate : The Business Leadership Platform) 선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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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UN Global Compact 가입  

 로하스 인증서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을 말합니다.

 녹색제품 구매 대상

[단위 : kcaℓ/인]

[단위 : kcaℓ/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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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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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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저탄소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 동일한 수송을 할 경우 도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어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대비 여객은 1/4, 화물은 

1/10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철도가 고효율 동력체계와 대량수송을 통해 수송효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단위 수송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구  분 2007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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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비용을 최소화한 녹색 철도

 철도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녹색생활이 

됩니다. 

 철도는 도로와 비교하여 환경오염이 적어 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경제적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철도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수단 환경비용 비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대기오염
도로 149,114 138,859 138,859

철도 1,725 1,570 1,570

온실가스
도로 128,669 128,103 116,778

철도 937 854 778

소음
도로 30,542 31,847 36,277

철도 1,055 1,097 1,038

합  계
도로 308,325 298,809 291,914

철도 3,717 3,521 3,386

    * 자료 : 국가교통DB센터(국가 교통수요 조사)

   [단위 : gCO2e/인·톤km]     

     [단위 : 억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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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철도 대기오염비용 

 도로/철도 온실가스비용

 도로/철도 소음비용

▒ 도로    ▒ 철도 

▒ 도로    ▒ 철도 

▒ 도로    ▒ 철도 

2010년

201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3년

2013년

2013년

149,114

128,669

30,542

138,859

128,103

31,847

138,859

116,778

36,277

1,725

937

1,055

1,570

854

1,097

1,570

778

1,038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착한’ 교통



                                                                                            선진 환경운영관리    환경 나눔경영 실천

                                                                  기후변화 종합대응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Introduction of KORAIL  

Comprehens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서 KORAIL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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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KORAIL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  

수송에 노력하여 정부 배출허용량 보다 적은 약 177만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10.2% 감축율로써 정부에서 할당한 감축율 2.5% 보다 20.4배의 감축량에 해당합

니다. 

 2013년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구  분 배출 BAU 감축률(%) 감축목표량 배출허용량 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tCO2) 1,932,296 2.5% 149,867 1,883,721 1,771,454

 KORAIL 중기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상배출량(tCO2) 2,001,729 1,875,918 2,032,472 2.250,030 22,270,191

배출목표량(tCO2) 1,849,766 1,733,506 1,878,176 2,079,217 2,097,848

감축목표량(tCO2) 151,963 142,412 154,296 170,813 172,343

온실가스 감축 체계 

 KORAIL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위해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온실

가스·에너지 실무위원회와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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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조종실(본부장)
주요기능 : 온실가스·에너지 주요 실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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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실무담당자 사업장 실무담당자 전사 실무담당자

온실가스 인벤토리

 KORAIL은 철도운행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배출원은 철도수송에 따른 철도 운전에너지, 

철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 됩니다.  

 2013년도 철도차량 운행거리(환산차량키로 기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7㎏/㎞이며,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준연도(2007~2009 평균) 0.90㎏/㎞ 대비 약 3.4% 감축하였

습니다.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배출량(천톤CO2) 1,482 1,507 1,568 1,554 1,583

환산차량키로(백만㎞) 1,654 1,681 1,760 1,801 1,825

운행거리당배출량(㎏/㎞) 0.90 0.90 0.89 0.86 0.87

온실가스 배출현황 

 KORAIL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7만 1천톤으로 전년도 배출량 173만  

6천톤 대비 1.9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KTX 운행 증대 및 신형전기기관차  

운행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철도교통의 운행량 증가는 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며, 

이는 교통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

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철도운전용
온실가스

경유 601,306 585,563 562,192 544,968 500,742

전력 881,382 921,827 1,006,112 1,009,321 1,082,459

생활용
온실가스

전력 127,582 142,483 151,529 158,901 165,675

냉난방연료 24,896 25,275 18,760 19,299 18,424

업무용 자동차 3,474 3,829 5,958 4,322 4,154

계 1,638,640 1,678,977 1,744,551 1,736,811 1,771,454

온실가스
배출

[단위 : tCO2eq]

[단위 : ㎏/㎞]

 철도 운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

0.9 0.9
0.89

0.86
0.87

2009 2010 2011 2012 2013

KORAIL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 배출허용량 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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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정부가 ‘온실가스목표관리’ 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교통분야 11개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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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해 KORAI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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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역사 및 철도기지,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력에너지와  

냉난방연료, 업무용 자동차연료 등은 전체 소비량의 12%에 불과합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소음감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젤중심에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철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유사용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별 사용량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철도운전용

에너지

경유 7,760 7,558 7,256 7,008 6,439

전력 17,013 17,794 19,421 20,782 22,288

생활용

에너지

전력 2,463 2,750 2,925 3,272 3,411

냉난방연료 428 449 337 348 321

업무용 자동차 54 58 87 62 58

계 27,718 28,609 30,026 31,472 32,517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단위 : TJ]

[ 단위 : tCO2eq ] [단위 : TJ]

철도 운전용 경유
500,742

철도 운전용 전력
1,082,459

생활전력
165,675

냉난방연료
18,24 업무용 자동차

4,154

철도 운전용 경유
6,439

철도 운전용 전력
22,288

생활전력
3,411

냉난방연료
321

업무용 자동차
58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계 1,771,454

2013년 
에너지 소비량
계 32,517

 정부의 운영 프로세스

 모의거래 온실가스 감축량 효과

A기업
할당량 > 배출량

배출 
허용량

잉여
배출량

실제
배출량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초과 
배출량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2012

2013

2011 3,814

5,273

4,703

[단위 : 백만 원]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KORAIL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경험 습득과 전사적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ORAIL의 운영 프로세스

 전사적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의 정량적 효과로는 2013년 한해 동안 47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모의거래 효과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소속 지역본부 본부 및 부속기관 본부 및 부속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20,840tCO₂e 22,616tCO₂e 28,024tCO₂e

비용절감 3,814백만 원 5,273백만 원 4,70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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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소
(환경경영처)

B부서
(배출권 잉여 부서)

A부서
(배출권 부족 부서)

KORAIL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녹색철

도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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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고 효율

적인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의 선두적 모범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모의거래 시스템

탄소성적표지 인증 

 KORAIL은 철도분야 최초로 KTX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

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신창구간 누리로 열차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

습니다.

 이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KORAIL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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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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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로(서울-신창)

1인 편도 수송기준
2.5kg 21.5g

승용차 대비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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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CO2)
구간별 

철도 운송량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tCO2)

온실가스 
감축효과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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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로

(서울-신창)

철도 21.5g/인·km 214,000

천인km

4,601
31,255

승용차 167.55g/인·km 35,856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KTX 서울 ~ 부산

경춘선 상봉 ~ 춘천

 2013년 탄소배출권 수치기

철도

철도

승용차

승용차

263,760

25,661 4,601

1,803,793

167,299

누리로 서울 ~ 신창

철도

철도

화물차

승용차

462,205

3,544,602

35,856

화물수송
 탄소성적표지 인증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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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매출액(약 5조 1천억원)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11%(약 5천9백억원)를 차지함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와 역사·철도시설 등의 생활에너지에 대한 「전사적 에너지 효율화」로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관리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효율화

KORAIL은 에너지소비의 88%가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로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소비 구조에 따라 운전용 에너지절약을 에너지 효율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디젤철도차량 경유 사용량 감소

 KORAIL은 소음 및 매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디젤철도차량의 

경유사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젤철도차량 경유사용량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유소비량(kL) 200,477 192,467 185,889 170,798

 전기철도차량의 단위 운행당 전력사용량 감소

 KORAIL은 지속적인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약, 차량운행패턴 개선, 고효율 철도

차량 도입확대 등을 통해 전기철도차량 단위 운행당 전력사용량을 감소시켜 최근의  

국가적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철도차량 전력사용량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력사용량(MWh) 1,977,107 2,157,880 2,164,761 2,321,625

전기차량 운행량(천km· 량) 1,086,222 1,190,251 1,211,866 1,315,394

단위 운행량당 전력사용량
(kwh/km· 량)

1.82 1.81 1.79 1,76

 철도 주요노선의 연료사용량 분석을 통한 표준연비 산출

 디젤기관차가 운영되는 주요노선(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의 표준연비 산출을 통해  

열차별 연료사용량을 파악·집계하는 소비원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방법으로 연료사용량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관사에게 최적 운행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연료절감 의식 고취 및 사용량 절감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젤철도차량 경유사용량 추이

 전기철도차량 단위 운행량당 전력사용량

201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0,477

1.81

192,467

1.81

185,889

1.79

170,798

1.76

 측정장치 개발

✽  표준연비 측정장치

[단위 : kL]

[단위 : kwh/km·량]

✽  표준연비 통계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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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감활동(Eco-Driving) 

 공회전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엔진의 기동을 최소화시키고 발전차가 불필요한 열차의 

특별관리를 통해 발전차 연결 생략을 강화하였으며, 운영계획의 개선을 통해 정비차고 

회송을 위한 동력차 비영업 운행을 최소화 시켜 연간 약 190억 원의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연료 절감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동정지 활동 8,786 9,559 15,020 17,557

발전차 연결 생략 1,162 1,276 732 665

동력차 무화회송 395 389 1,036 842

합 계 10,343 11,224 16,788 19,064

 디젤연료 최적 주유 및 탄력적 객차편성 시행

 KORAIL은 디젤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철도차량의 운행별 연료사용량 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연료만을 탑재하여 차량무게를 감소시키고 요일별로 승객수요를 고려하여 

객차 편성수를 조절하는 등 에너지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최적 주유 경유절감 실적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합계
(ℓ, 억)수

색
부
곡

익
산

순
천

가
야

대
전

경
주

대
구

마 
부
산 
산
항

광
주

목
포

제
천

천
안

영
주

청 
동
량 
해
리    

절감량  209,588.2ℓ 174,512.5ℓ 89,033.5ℓ 473,134

절감액 3.45억 2.88억 1.47억 7.8

 년도별 연료 절감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343

11,224

16,788

19,064

 디젤연료 최적 주유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KORAIL은 에너지의 주 소비원인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 Eco-Driving과 차량운행 시 탑재

되는 불필요 연료량을 최소화 시키고, 승객수요에 맞는 탄력적 객차량 편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철도

차량교체, 철도차량 내부조명에 대한 전면적인 LED 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주요업무용 건물 내부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시행 등 생활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활동

 철도차량 조명의 LED 교체

 KORAIL은 철도차량의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LED 보급정책에 

부응하여 2012년까지 기존 객차 조명을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 하였으며 2013년  

이후 ITX-새마을 등 신규 도입차량은 LED조명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LED 교체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전동차
교체대수 360 380 380 750 1,870

절감금액 107 113 113 223 556

일반열차
교체대수 200 56 256

절감금액 155 43 198

합 계
교체대수 360 580 436 750 2,126

절감금액 107 268 156 223 754

 전기철도차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KORAIL은 디젤차량을 축소하고 고효율 전기차량을 도입하는데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전기차량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를 전철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철도 전철화율은 68.4%입니다.  

 철도차량 보유현황      

구  분
동  차 기관차

전기 디젤 전기 디젤

2009 3,136 500 179 335

2010 3,429 471 179 330

2011 3,502 444 177 321

2012 3,637 397 204 315

2013 3,705 303 209 286

 

 전철영업거리 및 전철화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철도영업거리(km) 3,377.9 3,557.3 3,558.9 3,571.8 3,587.8

전철영업거리(km) 1,889.0 2,147.0 2,357.7 2,445.3 2,453.8

전철화율(%) 55.9 60.4 66.2 68.5 68.4

[단위 : 량, 백만 원]

[단위 : 량] [단위 : 량]

[단위 : 량]

 ITX-새마을 LED 조명

 객실 형광등/LED등 비교 

 동차 추이

 기관차 추이 

 

형광등
사용
수명

소비
전력

형광등

LED

LED

9개월

15년

6,227

1,960

[단위 : MWh]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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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장치(ESS) 운영

 운전용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부고속선 용정구분소에 고속열차용 전력 저장 

장치를 운영하여 회생제동 전력의 재사용으로 연간 약 3억원(3,377㎿h)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생활에너지 절약 

 LED조명의 보급

 주요건물 조명에 대한 적극적인 LED 교체로 2013년 정부 권장수준인 40%를 넘어 

54.65%의 LED조명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LED조명 20,183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주요건물 LED조명 교체현황

구  분
총 조명
수 량(개)

LED교체
수 량(개)

미교체 
잔 량(개)

교체비율
(%)

합 계 15,485 8,463 7,022 54.65

본 사 9,407  2,656 6,751 28.23

서울본부 3,407 3,253 154 95.48

수도권서부본부 245 245 0 100.0

강원본부 313 307 6 98.08

충북본부 278 271 7 97.48

대전충남본부 774 774 0 100.0

전남본부 370 348 22 94.05

경북본부 691 609 82 88.13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시행

   코레일의 업무용 건물 중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본사 및 서울본부 사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시행하여 에너지 과소비 요인에 대한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 진단결과 

구  분 본  사 서울사옥

에너지 진단 시행 2013.12 2013.12

연면적 49,781m2 21,000m2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열
보일러 연소공기비 개선 등 배기열회수 등

5,887 Nm3/년 1,100Nm3/년

전기
절전형 LED 교체 등 고효율 UPS 교체 등

343.91 MWh/년 209.0MWh/년

 건물내 LED 교체 

 에너지 저장시스템

 에너지진단 프로그램 구동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코레일은 2005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2013년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17개소(총 용량 506kW, 태양광 가로등 제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년간 554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구  분 합 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설치대수(대) 17 1 2 1 2 10 1

설치용량(kW) 506.32 60 120.4 17.4 42 263.22 3.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철도박물관 60 2005.12 인천논현역 28.8 2012.06

본사 사옥 90.4 2009.08 호구포역 15.84 2012.06

여수엑스포역 30 2009.12 남동인더스파크역 14.4 2012.06

운정역 17.4 2010.05 원인재역 15.84 2012.06

제천승무원숙사 21 2011.05 연수역 15.84 2012.0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21 2011.05 송도역 23.04 2012.06

회룡역 56.25 2012.09 회룡역 56.25 2012.09

월곶역 15.84 2012.06 옹천신호장 3.3 2013.04

소래포구역 21.12 2012.06

 철도박물관

 태양광 

 여수엑스포역

 본사

KORAIL은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여와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지열, 태양열 설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54

2013 Environmental Annual Report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KORAIL  | 기후변화 종합대응

지열 설비 운영

 코레일은 2009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냉·난방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열을 활용하는 

설비를 확충하여 2013년 현재 20개시설 4,201kW의 지열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열시설 설치현황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개소(개소) 20 2 3 1 14

설치용량(kW) 4,201 1,237 1,283.6 53.5 1,627

 지열시설 설치현황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본사 사옥 1,016 2009.08 소래포구역 112 2012.06

순천역 221 2009.12 인천논현역 112 2012.06

김천구미역 47 2010.10 호구포역 112 2012.06

신경주역 27 2010.10 남동인더스파크역 112 2012.06

울산역 489.6 2010.11 원인재역 112 2012.06

오송역 720 2010.12 연수역 112 2012.06

제천승무원숙사 53.5 2011.02 송도역 112 2012.0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455 2012.05 동대구역 61 2012.06

대전철도차량정비단(제천) 32.5 2012.05 반성역 74.4 2012.12

월곶역 112 2012.06 진주역 108.1 2012.12

태양열 설비 운영

 코레일은 지열시설을 보완하여 총 6개 시설 8,559kcal의 태양열 설비를 운영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시설 설치현황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1,200 2012.05 동산역 2,253 2012.04

동익산역 2,253 2012.04 고명역 300 2012.04

삼례역 2,253 2012.04 삼곡역 300 2012.04

 오송역

 순천역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동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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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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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지열

 태양열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 나눔경영 실천

                선진 환경운영관리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Introduction of KORAIL  

Advanced environmental 
operation management

KORAIL은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선진

경영으로 능동적인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진 환경운영관리



58 59

2013 Environmental Annual Report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KORAIL  |  선진 환경운영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KORAIL 각 사업장에서는 철도차량의 검수 및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역 운영시설 등 철도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량               객차 오수량

오·폐수 관리

 KORAIL은 각 사업장 주변의 하천 또는 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환경기술인을 지정하여 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설비 개량, 집수조 청소,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수질분석 결과 분석을 통한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행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관할구역 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하수관거,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로의 직접 연계처리를 위하여 배수관로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사업

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전량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수도보급률 확대 정책에 따라 이용이 종료되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ORAIL은 방치 관정을 발굴하여 폐공 처리함

으로서 지하수 자원의 보호 및 지하수 환경성 복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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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도 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용수를 철도차량 세척용수, 건물 살수

용수, 화장실 위생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빗물 재이용시설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충주역사에 

20톤 용량의 빗물이용시설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빗물은 화장실 위생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ORAIL은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으로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상수도 사용량 절약 목표를 설정

하고 절수 목표량 달성도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절수 DISK 등 절수기기 또는 절수설비 설치, 수도꼭지 적정 수압 조절·관리, 

소변기 감지센서 작동시간 조정 등 절수기능 향상 노력과 동절기 상수도관 동파 방지, 

노후 상수도 배관 누수개소 점검·조치 등 용수절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상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폐공처리를 위한 케이싱 인발

2010년 2010년 

2013년 2013년 

2012년 2012년 

2011년 2011년 

281,250 36,859 

270,654        51,109

218,039 30,385 

204,926  61,007  

[단위 : m3] [단위 : m3]

KORAIL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또는 폐수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강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절수설비 설치 확대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 등  

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위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매립 저류조 연결  수평배관 설치

 차량세척용수로 재이용

 절수 DISK 자체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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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KORAIL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포함된 철도역사(지하역사 전체, 지상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며,

 지하역사 공조설비 개량, 환기설비 확대 운영, 청소 품질평가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76개 전 역사(지상 28역, 지하 48역)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부의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KTX, KTX-산천, 

ITX-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도시철도 등 KORAIL에서 운영하는 열차에 대한  

차종별 공기질 측정을 통해 유지기준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의 공기조화설비 개선, 냉·난방기 필터교환, 객실청소 강화 등 열차의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필터 청소 시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외부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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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역사 및 차량 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터널구간 및 공기조화설비  

청소를 시행하여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대기환경 보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철도역사 공기질 측정

 철도차량 공기질 측정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에는 집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주기 강화와 전기차량 운행 확대 등을 통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

지

기

준

미세먼지(㎍/㎥) 150이하 96 75 91 68 79 58

이산화탄소(ppm) 1,000이하 495 479 478 458 534 490

폼알데하이드(㎍/㎥) 100이하 18 14 10 14 18 17

일산화탄소(ppm) 10이하 1 1 1 1 1 1

 철도차량  

 고속열차(KTX)

구  분 관리기준 (환경부고시) 측정결과(평상시)

이산화탄소(ppm) 2,000 896

미세먼지(㎍/㎥) 150 19

 

 일반열차

구 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권

고

기

준

미세먼지

(㎍/㎥)

광역철도
평상시 200이하 53 38 39

혼잡시 250이하 62 51 59

열차
평상시 150이하 47 27 10

혼잡시 200이하 32 55 14

이산화탄소

(ppm)

광역철도
평상시 2,500이하 1,499 1,425 916

혼잡시 3,500이하 1,568 1,936 1,361

열차
평상시 2,000이하 1,411 904 966

혼잡시 3,000이하 1,734 1,709 1,486

 환경부 자동측정망 운영

 용산역 맞이방에 설치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관련법에서 정한 유지기준의  

미세먼지는 31%, 이산화탄소 51% 수준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산역(대합실) 측정결과

측 정 항 목 유지기준
측정결과(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미세먼지(㎍/㎥) 150 이하 58 45 46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498 498 511

[2013년]

 대기오염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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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철도부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토양관리

토양측정망 관리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용지에는 총 24개의 측정망 지점을 설치하여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별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현황(총 24개소)

서울 수서 수동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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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토양측정망 조사 결과,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24개 지점에서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유류(BTEX)를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각 항목 모두 불검출 수준(유효측정농도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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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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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17 29.584 6.007 0.025 34.736 0.287 121.774 16.383 245.017 0.001 92.934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선로변 유흡착포 설치, 무도유 선로분기기 개발,  

생분해성 윤활유 도입 등 토양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 mg/kg]

 토양측정망 위치도

환경부 지원을 통한 토양정밀조사 지속 추진 

 2012년에 KORAIL은 철도분야 최초로 토양오염우려개소를 환경부의 국가부지목록에 

등재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인천역 

저유소 부지, 마산차량사업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227백만 원 절감), 

연도별 순차적인 토양오염우려개소 해소로 철도부지 토양환경가치 제고를 위해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폐목재 침목 적재개소 토양오염 관리 시행

 2009년 6월 환경부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폐침목 사용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폐침목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물질에 벤조(a)피렌을 신설하여 토양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침목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충북본부 구학역 및 제천조

차장역 폐침목 적재개소의 토양시료를 채취 및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 토양오염물질 

21종 모두에서 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폐침목 포장 시행 및 적정 폐기물 처리 등 폐침목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도 폐침목 적재개소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우려기준 구학역 제천조차장역

카드뮴 60 1.3 불검출

구리 2,000 241.6 100.0

비소 200 2.5 0.8

수은 20 1.7 0.6

납 700 509.0 45.7

6가크롬 40 1.0 4.6

아연 2,000 279.4 78.3

니켈 500 36.1 14.6

불소 800 29.5 49.7

유기인화합물 30 불검출 불검출

PCB 12 불검출 0.002

시안 120 0.01 0.01

페놀 20 0.5 불검출

벤젠 3 불검출 불검출

톨루엔 60 0.2 0.1

에틸벤젠 340 불검출 불검출

크실렌 45 불검출 불검출

TPH 2,000 74 282

TCE 40 불검출 불검출

PCE 25 불검출 불검출

벤조(a)피렌 7 0.15 0.49

[단위 : mg/kg]

 토양정밀조사(인천역)  

 폐목재 침목 적재개소(제천조차장)

 토양오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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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법처리 

 KORAIL은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장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배출시간 지정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 

신고 등을 통해 폐기물을 성상별로 보관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그 실적을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별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단가계약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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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장폐기물(일반) 1,520 1,690 2,127

지정폐기물 1,534 1,933 1,712

폐기물 재활용 

 KORAIL은 열차와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은 분리 수거를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와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으며,

 폐공기필터·제륜자 철편 분리, 폐공기호스 재활용, 폐목재류 연료사용 제공 등 폐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공기호스 재활용

① 공기호스분리작업 ② 호스 재단모습 ③ 호스 조립 ④ 조립 완료

폐자원 재활용 홍보캠페인 전개

 KORAIL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 홍보 활동을 철도역사  

맞이방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폐자원 수거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KORAIL은 역·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식품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잔반 없는 날 지정, 물기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안함 운영 등을  

시행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2013년) 

구  분 열차 재활용 역사 재활용

합  계 406,094 1,818,163

종이류 273,720 821,393

플라스틱 71,416 320,563

캔  류 28,396 286,827

병  류 32,338 309,634

기  타 224 79,746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 선정

KORAIL은 열차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 분리 보관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경영평가 항목에 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폐기물을 적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배출 실명제 시행, 적법처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 정부의 올바로시스템 활용 등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폐기물 분리 보관 

 고상폐유 처리  

 필터 분리 배출 

 액상폐유 처리    폐기물 위탁처리  

[단위 : 톤/연]

 자원 재활용 홍보 및 수거

[단위 : kg/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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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소음 기준 

 철도는 오염물질 배출과 다수송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운행 특성상 소음·진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철도소음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KORAIL은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진동 관리기준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2000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주 간
(06:00-
22:00)

야 간
(22:00-
06:00)

주 간
(06:00-
22:00)

야 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 
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소 음

(Leq㏈(A))
70 65 70 60

진 동

(㏈(V))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소 음

(Leq㏈(A))
75 70 75 65

진 동

(㏈(V))
70 65 70 65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속열차 소음기준

지역구분
기준(Leq㏈(A))

시험선 일반선 개통후 15년후

주거지역 65 63 60

산업 및 상업지역 70 68 65

✽ 2004년 4월부터 상업 운영된 고속철도 건설시 특별 기준 적용

철도소음측정망 현황

 KORAIL은 철도 운영으로 인한 소음공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도심지역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의 철도소음측정망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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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경부선
동해

남부선
대구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35 7 1 8 1 1 4 2

광주선 중앙선 경전선 장항선 경춘선 영동선 태백선
KTX 전용

(경부)

1 2 2 1 1 1 1 2

 연도별 철도소음측정 현황

구  분
1일평균

열차운행대수
소음한도

연도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지면위

낮

213회

('12년 218회)

('11년 250회)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9 58 58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7 57 57

최고치

예상층

낮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62 62 62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62 61 61

정부의 생활소음 줄이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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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은 2006년 제1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1년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제작 시 저소음차량 도입 및 장대레일 설치·개량 확대 등을 통해 철도

운행 소음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소음차량 도입 : 2013년 139대, 2014년 246대 도입 예정      

   ✽ 장대레일 설치·개량 : 2013년 33.7km, 2014년 19.2km 설치·개량 예정

철도 소음·진동 저감 노력

 KORAIL은 철도소음의 주요 소음원인 추진장치에 의한 기계소음,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소음, 열차 전두부 및 팬토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량·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면위 낮 지면위 밤 최고치예상층 
낮

최고치예상층 
밤

58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9

57

6262

57

61

62

57

61

62

58

소음저감 노력

■ 기계소음

- 기계소음이 큰 디젤전기기관차를 저소음차량로 

교체 

✽ 2013년 139대 교체

■ 전동소음

- 2015년까지 본선 6,423㎞ 중 4,848㎞(75%)의 

레일을 이음매가 없고 고중량의 장대레일로 개량

✽ 2013년 33.7km 설치·개량

✽ 장대레일 : 200m 이상인 레일

■ 공력소음

- 차량도입 시 ISO-3095 기준에 의거 차량 설계·

제작하여 공력소음을 저감

✽ ISO-3095 : 철도적용 소음 측정 국제규격

 디젤전기기관차  

 장대레일로 개량  

 저소음철도차량

 레일 연마

KORAIL은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차제작 단계에서부터 실내·외 소음권고기준을 적용한 저소음차량 도입과 

지속적인 장대레일 개량, 선로 건설 및 개량 시 방음·방진시설 등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과의 적극 업무협의로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

 연도별 소음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단위 : Leq㏈(A)]

[단위 : Leq㏈(A)]



                                                                   기후변화 종합대응  선진 환경운영관리                       

                                            환경 나눔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Introduction of KORAIL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sharing

KORAIL은 대표적인 친환경기업으로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 나눔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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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 환경 프로보노 

 KORAIL은 전문기술 나눔·확산 활동인 프로보노퍼블리코*를 환경분야에 접목하여 

2011년 본사 활동에 이어 2012년부터는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소

기업, 사회적기업 및 NGO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무료교육 등을  

통해 나눔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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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프로세스

전사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간  사 

(환경운영부장)

- 단장 : 환경경영처장

- 간사 : 프로보노담당

- 단원 : 본사 환경인력 풀

- 단장 : 경영인사처장

- 간사 : 환경담당(경영인사처)

- 단원 : 지역본부 환경인력 풀

- 단장 : 기술계획처장

- 간사 : 환경담당(기술계획처)

- 단원 : 정비단 환경인력 풀

본사 추진단

지역본부 추진단

정비단 추진단

 환경 프로보노 추진단 구성

 2013년 환경 프로보노 주요활동

 중소기업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00중공업
폐기물(일반, 지정) 보관,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관리법 교육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

00산업
난방용 전기에너지 절약, 전기사용 불안전요인 개선 등 전기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약 컨설팅

00Eng&Teck
환경법규 준수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등  
선진화된 환경관리 노하우 지원

00공사
수요사업 공사 설계 시 환경관련 법령 적용, 소음방지 대책, 지정폐기물 관리요령, 
폐석면 관리방안 등 자문 수행

 사회적 기업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00나누미
전기요금 절감방법 컨설팅 및 폐기물, 토양, 수질관리, 재활용품 관리방안 등  
환경·에너지 경영 지원

00마을[법인]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및 가전제품 올바른 사용법 교육, 전기에너지 절감 사례 등  
기술지원

00복지관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 보호, 친환경 교육 및 시설물 체험 지원

00아동센터
소외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친환경 비누 만들기, 온도계 만들기 등 체험 
지원

00아동센터 자연생태관 체험, 친환경생활 실천, 환경보전 방법 등 열차를 이용한 환경 교육

00아동센터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정서치유, 환경보전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환경체험 및  
교육 지원

00아동센터
기후변화의 습격(시청각), 에너지 절약 실천,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 등 교육  
지원

 NGO 단체 및 기타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00시민단체
지역 시민단체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텃밭농사, 재활용 나눔 장터를 통한  
기부문화 체험 등 지원

00초등학교 환경, 에너지 절약 사례 교육 및 자연생태 환경 탐방, 친환경 나눔 체험장 등 지원 

00지역 초·중·고등
학생

친환경 비누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사랑 교육 지원

00 테크 외 직원 자녀
중소기업 맞벌이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환경관련 영상, 생태계 체험, 재활
용 분리수거 체험, 폐품 재활용 교육 등 환경학교 운영

00대학
대학생들에게 전기철도 신기술 및 발전방향과 향후 지향해야할 과제 등 전문 교육 
지원 

 계열사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KORAIL공항철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이행계획서 작성, 목표 협상, 목표감축 
이행계획 수립 등 컨설팅

KORAIL관광개발
중소기업 맞벌이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환경관련 영상, 생태계 체험, 재활
용 분리수거 체험, 폐품 재활용 교육 등 환경학교 운영

 폐기물 관리 컨설팅

 텃밭농사 체험 지원

 녹색생활 실천 교육

 온실가스 관리 컨설팅

KORAIL은 환경분야에 축적된 노하우와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보유자를 멘토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NGO단체에 기술지원 컨설팅, 무료교육 등의 환경전문기술 나눔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은 물론 영세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프로보노 활동

✽  지역본부(12) :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경남

✽  정비단(3) : 수도권, 대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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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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이원성역)

 Clean Day 시행

 문화공간으로 개선(추풍령역)

녹색생활 실천 전개

 KORAIL은 주 1회 야근 없는 날 및 차량 요일제, 한달에 한번 승용차 없는 날(두발로 

-Day) 행사, 삼진아웃 적용 차량요일제, “지구를 위한 시간, Earth hour” 행사,  

노사가 함께하는 매주 Clean day 시행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에 참여(’10~’13)하여 대외 환경우수기관

과의 교류, 선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가족주말농장’으로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자녀들의 영농학습 기회 등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녹색 업무협조

 KORAIL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지자체, 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 산림청, 에너지 

관리공단 등과 탄소포인트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환경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숲(단체의 숲) 가꾸기, 산지 정화작업, 자연

보호활동 및 계몽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린포인트제 가입을 통하여 국립공원 등 

범국민 환경정화 활동 참여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사랑 나눔회와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MOU, 에너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활동,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철로변 담장을 지자체의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깨끗한 미술작품으로 변모

시켜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그린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기업문화 조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co-Rail 조성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선로변 유휴부지에 지역특색에 맞는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397개소 120

십만 그루(본)의 녹화를 조성해 108억 원의 투자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KORAIL의 철도역사 및 광장은 지역행사 장소로 제공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

되고 있으며, 특히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국가 행사를 지원함에 따라 “철도역은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철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ORAIL은 쾌적

하고 품격있는 철도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환경보전행사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청결한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연환경보전활동 시행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친환경 녹색철도를 실현하고 있으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며 공기

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간 인 원(명) 수거량(톤)

합 계 연중 31,161 450.9

명절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설·추석 연휴 13,764 365.6

국토대청결 운동 3.11 ~ 3.31 11,308   66.9

철도환경주간 6.3 ~ 6.23   6,089   18.4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활동

 KORAIL은 지역사회, NGO 단체와 연계하여 환경보전활동 전개 및 환경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각종 환경 캠페인 등 전사적 참여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습 

니다. 

 연계기관 활동 내용

산림청, 기상청, 환경청, 녹색시민사회네트워크,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단체숲 가꾸기 정화활동, 국립공원 자연정화활동, 하천  

환경정화, 시민공유 꽃단지 조성, 1사1산1강 가꾸기  

운동, 재활용 물품 기증 및 지원, 녹색명절 만들기 캠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국토대청결 운동

KORAIL은 Green Network 구성을 위하여 지지체, 민간 환경단체 등 다양한 환경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파트너쉽 구현

           개선전                개선후

 환경사랑 나눔회와 사회공헌활동 MOU      에너지관리공단 업무협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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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사업 현황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식수 그루 개소 식수 그루 개소 식수 그루 개소 식수 그루

계 361 7,892,291 390 11,549,331 438 13,354,954 397 12,013,080

수림대 조성 (그루) 154 310,829 129 299,938 109 1,437,871 88 445,312

방음벽 녹화 (그루) 18 24,800 11 3,502 20 4,692 2 3,906

꽃단지 조성 (본) 189 7,556,662 250 11,245,891 309 11,912,391 307 11,563,862

 참여기관 및 사업

지역본부 참여기관 사업 내용

수도권서부 •군포시청 • 당정역 선로변 워킹코스 조성사업 

충 북
•충주시청
•GS건설
•현대건설

• 주덕~달천 간 철도변 무궁화 꽃길 조성

• 공전~봉양간 수림대 조성

• 청주역 광장 화단 조성

대전충남
•서천군청
•현대건설

• 철도역구내(장항화물역) 문화공원 조성 사업

• 논산역구내 화단 조성

전 북
•군산시청
•북익산노인복지센터
•경인기술, 대림산업

• 역사와 문학이 살아 숨 쉬는 임피역 새 단장으로 관광자원화

• 황등역 구내 꽃단지 조성

• 함열~황등간 선로연변 꽃단지 조성

광 주 •나주시청 • 남평역 및 광주역 광장 등 환경 개선

전 남
•순천시청
•GS건설

• 순천역 꽃탑 및 코레일 정원 꽃 터널

• 남평역 구내 수림대 조성

경 북 •봉화군청 • 철도녹화 경관개선을 위한 V-Train, O-Train 구간 녹화 재구성

대 구 •구미시청 • 동대구역 광장 꽃탑 조성 

 기관별 참여실적

 지자체 참여

구분

지자체

지자체
수

사업
개소

그루(본)
절감액 
(백만원)

계 61 120 8,423,414 9,631

 민간기업 참여

구분

민간기업

기업수
사업
개소

그루(본)
절감액 
(백만원)

계 18 23 61,724 163

 자체 노력

구분

자체노력

사업
개소

그루(본)
절감액 
(백만원)

계 254 3,527,942 1,006

 철도변 도시숲 조성

- 분천역 구내

 - 임진강역 구내

 - 남평역 구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철도소음 최소화, 선로변 지역의 경관개선 등 수목 조성을  

통하여 환경민원 감소 및 푸른철길 만들기의 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벽면 녹화 (주덕역 선로변, 장항화물역 선로변 등)

 선로변, 역광장에는 꽃길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여행  

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상쇄 활동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안동역 구내, 주생~금지간 선로변 등)

 2014년도에는 소속 특성에 맞는 480개의 식재개소 및 800개소의 수목 정비개소  

담당구역 지정 운영을 통하여 철도변에 녹화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입니다.

● KORAIL

● 지자체 

● 민간기업

수림대 조성

9%
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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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역사 전광판 홍보

 녹색소비자재정보 배부

 녹색리더 양성

 녹색구매 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사 환경성과평가 시행 시 소속점검 및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평가

 환경성과평가 시행 시 녹색구매 관리 및 실적과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를 평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성과를 토대로 우수소속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물론 

사장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녹색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녹색소비 홍보 

 KORAIL은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역사 전광판, 객실내 모니터 및 방송 등 녹색소비 

홍보를 통해 범국민적 녹색소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발급 

홍보를 시행하여 녹색구매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홍보    

녹색소비 확산

 KORAIL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간부급의 녹색리더를 양성하여 구매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녹색건설자재정보지 배부를 통한 각종 공사시 활용 활성화, 녹색제품 

생산업체 견학 및 판로지원 컨설팅, 녹색장터 이용 매뉴얼 작성·배포 및 교육 등 전사

적으로 녹색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제조공정 견학               판로지원 컨설팅

녹색구매 실천

 KORAIL에서는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적극적인 녹색소비를 실천

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사규*에 반영하여 녹색구매 활성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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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녹색구매 반영 등

  철도환경관리 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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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며,

 매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MRO, ERP)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관리

 녹색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

니다. 이에 KORAIL은 분기별로 전사 녹색구매 실적을 분석하고 녹색구매 촉진을  

활성화하여 녹색소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녹색구매 실천 결의

 녹색구매 앱 활용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율

구 분

실   적 
비율

(%)
총구매

(백만원)

녹색 상품구매

(백만원)

2013 9,581 8,728 91.10

2012 10,575 9,614 90.91

2011 10,690 8,734 81.70 

2010 11,339 8,977 79.17 

KORAIL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녹색강국 그린 코리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

하고자 녹색제품 구매확산, 녹색소비 문화정착 및 촉진을 실천하는 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KORAIL은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환경적 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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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테마역 조성

(분천역 외 16개역)

분천역 : 스위스 체르마트 역과 자매 결연을 통한 스위스풍의 역사 개선

남평역 : 지방등록 문화재, 유·무형의 철도 문화를 체험

하동역 : 녹차를 테마로 녹차 체험공간 및 역사 이미지화

체험역 조성

(연산역 외 4개역)

연산역 : 어린이 명예역장, 철도체험학습장 운영

압구정 로데오역 : 한류단지 조성

노량진역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문화공간 조성

의왕역 : 철도산업 홍보관 개관

교통연계환승 서비스 확대

 고객이 열차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도역 중심의 연계 

환승시설을 개선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광장  

구축 등의 환승편의를 위한 고객동선을 개선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 향상, 녹색교통

의 중심인 기차와 자전거의 연계 강화, 카셰어링(Car sharing) ‘YOUCAR’서비스 등 

고객의 교통이용 수단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에너지 절약을 취함과 동시에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열차이용 편의개선

 교통약자의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니즈를 반영하여 편의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유아를 위한 배려석 및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대, IT 취약계층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한 ‘전화 예약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확대 등 교통약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테이션 조성

 역사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순천역)                            경관개선(전주역)

역·열차 중심의 문화서비스 

 KORAIL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역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 및 관광 테마역 조성 등 지역문화의 중심역으로 변신, 

KTX 미니도서관, 역사 내 코레일 오픈 콘서트 등 다양한 서비스로 문화수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간이역의 문화화(化)

(달천역의 외 4개역)

달천역 : 문화체험학습장, 공예 작업실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모

화본역 : 1930년대 모습 복원, 급수탑 조성

증평역 : 지역주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르 탈바꿈

희방사역 : 죽령이야기터, 역사문화관 조성

 녹색테마 광장 조성

 KTX 미니도서관

 코레일 오케스트라 콘서트

KORAIL은 철도역을 아름답게 꾸며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서비스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새로운  

여행레저 문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린스테이션 서비스

 달천역 문화체험학습장

• 지자체와 협의로 버스  

노선 유치

• 교통광장 구축

• 주차장 건설 및 증축

•주차장 정보표출 개선

•카셰어링 서비스 시행

• 에코레일(MTB) 열차 운영

•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 택시 승강장 확대

•환승도우미 서비스

버스 자동차

철도역 중심의 
연계환승

자전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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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국민행복 KORAIL!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KO RAIL

Leader of climate change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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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Leader of clim
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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