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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leader of climate change



경인선의 첫 기적을 울린 후 116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철도

열차 평균속도 20km/h에서 15.3배 향상된 지금의 305km까지,

철도는 국민의 만남과 휴식을 위한 행복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대비 

소나무 12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렇듯 어느 교통수단보다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철도는 

대한민국 전역을 맑고 푸르게 연결하여 왔습니다.

이제 KORAIL은 남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그날까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환경경영활동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KORAIL은 지속가능한 철도를 생각하며 환경경영을 핵심가치로

임직원의 노력을 오롯이 담아 푸른 미래, 푸른 희망을 향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개요

  KORAIL은 2006년 환경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여덟 번째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환경경영 비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기기 도입, 각종 에너지 절감활동, 수질·대기·토양·폐기물·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 저감관리, 지역사회와의 녹색공간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년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밖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3.1)’을 참고하였습니다.

 범위와 기간

   본 보고서는 KORAIL 본사와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배포 및 피드백

   본 보고서는 한글판으로 발간되었으며, KORAIL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 및 보고서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 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korail.com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메일  chugpuff@korail.com

 전화  042-615-3491

 팩스 02-361-8200 (1076)

 담당부서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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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함께하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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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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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KORAIL에 보내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100년간 지구온도는 점점 상승해 북극지방의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며, 기록적인 

한파와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점점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협약 체결(’92) 이후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의 2℃ 내 억제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KORAIL은 이러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하며 철도가 교통부문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70%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승용차 사용을 철도로 흡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KORAIL은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확대, 탄소성적표지 인증, 녹색제품 구매확대 등 환경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기차를 타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에도 앞장 서 왔습니다.    

이러한 KORAIL의 노력은 에너지유공 국무총리 표창, 친환경경영 환경부장관상, NGO선정 ‘올해의  

녹색상품’ 3년 연속 수상 등으로 그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수송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에는 공사 창립 최초로 영업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환경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철도를 통한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이자 최고의 친환경글로벌 운송기업으로서 ‘사람· 

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CEO Message

환경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운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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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Special Issue

 올해의 녹색상품 3년 연속 수상

   2012년 공공기관 최초로 경부선 KTX, 2013년 경춘선 ITX-청춘에 이어 2014년

에는 누리로가 선정되었습니다. 

   KORAIL은 ‘올해의 녹색상품’을 3년 연속으로 수상한 공공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교통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녹색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운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최하며, 2008년부터 매년 선정

하고 있습니다.

 광주본부,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 선정

   그린휠이란 녹색(Green) 바퀴(Wheel)의 합성어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2년마다 환경부가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자전거 

이용실태, 이용편의, 장려정책 등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모범기관에 지정

하는 것으로, 

   KORAIL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 그린휠 모범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해당 기관은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시 인센티브 가점을 받게 됩니다.

  대구본부,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활동 경영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그린스타트 전국대회라는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개최·주관한 행사로 서울과 울산, 충남 부여, 대구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확산과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KORAIL 그린스쿨」, 「에코닥터와 함께하는 家家戶戶 

CO2 다이어트 사업」 등의 외부활동과 「구석구석! 사내 에너지 절약」 활동 등을 활

발하게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온실가스 줄이기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최우수사례

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북본부, 제천시 기관·단체와 「기후변화 대응 실천 협약」

   충북본부는 6.28일 「제1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천시 기관·단체 간 기후

변화 대응실천 협약식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실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청풍명월 그린페스티발」 행사를 통해  

“당신의 실천, 환경을 지키는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 

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북본부와 제천시 등 8개의 기관·단체가 열차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실천을 다짐하였

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경영 유공 환경부장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저탄소화 등을 통해 친화경 경영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친환경경영 유공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ORAIL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운영관리 고도화을 추진해 탄소경영기반 강화, 

녹색소비문화 확산, 에너지 절약 고강도 실천, 환경나눔경영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국무총리표창 수상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아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KORAIL은 친환경 전기철도차량 도입확대, 신설역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소속 간 에너지절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등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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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기  업  명   한국철도공사(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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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18조 6,518억원

부채총계 15조 335억원

매  출  액 4조 8,076억원

조직구성
[본사] 7본부 6실 5단 63처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23개 부속기관

본사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KORAIL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하여 116년의 역사아래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ORAIL 소개

총 98개 노선 3,825km(철도거리)를 27,981명의 직원으로 운영

조직현황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비전 ‘국민행복 KORAIL’에 맞는 핵심역량과 과업을 중심으로 현재  

본사는 7본부 6실 5단 63처로 구성 되었으며, 12개의 지역본부와 23개의 부속기관이 있습 

니다.

사 장

부사장

상임감사

위원

경영지원본부 안전본부
경영혁신실

감사실

기획조정실

운전기술단

관광사업단

물류사업단

연구원

정보기술단

철도차량정비단

<2015. 6. 30>

특별동차사무소

시설장비사무소

고속철도시설사무소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고속철도전기사무소

인재개발원 회계통합센터

인사노무실 재무관리실 철도교통관제센터

지역본부

홍보문화실

여객본부 광역철도본부 사업개발본부물류본부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시설기술단 전기기술단

사업범위

운송사업 역세권 및 다원사업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KTX 1일 16만명 일반열차 1일 22만명 광역 1일 300만명 화물 1일 10만톤

노량진-제물포 
간 33.8㎞ 개통

수도권(서울-수원, 
구로-인천) 전철 개통

경부고속철도 1단계 KTX 개통 KTX 이용객 1억 명 돌파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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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남도해양관광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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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2. 112013. 032013. 09
KTX 개통 10주년 
4억14백만명 이용

2014. 04
제6대 최연혜 사장 취임

2013. 10. 2

1963. 09 1992. 06
연혁

History

Prologue  | KORAIL 소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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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창립

03
중부내륙 관광열차 개통

O-train, V-train

05       
ITX-새마을 첫 운행

06       
KTX 인천공항까지 직결운행

08       
프란치스코 교황 KTX이용 

대전 방문

01
KTX 이용객

5,000만 명 돌파

01
철도교통관제센터 개통

코비스 오픈

05 

홈티켓 서비스 개시

10 

레이디버드 관광열차 운행시작

04
제1기 KORAIL고객대표출범

06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07
내일로 티켓 발매

09
용산국제업무지구 합의

2005

20132014

2006

2007

10        
철도기관 공동사옥 
상량식

09        
구 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화사업 기공식

10        
전라선 KTX 개통

02        
경춘선 준고속열차 
ITX-청춘 개통

07        
KTX 안정성, 정시운행률 
세계1위 달성

11 

KTX산천 12월 상업
운행 개시

2008 2009 2011 2012

사진으로 보는 KORAIL의 발자취 

KORAIL은 지난 9년간 2006년 KTX이용객 5,000만명 돌파에 이어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

습니다. 2008년 철도기관 공동사옥으로 이전함으로서 독립된 공기업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국산 고속철도인 KTX산천의 운행 개통을 이뤘으며, 2014년에는 인천공항으로 

KTX가 직결되어 도로와 항공을 아우르는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Prologue  | KORAIL 소개Prologue  | KORAIL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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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일일 이용객 150,000명
개통 첫 해인 2004년, KTX 하루 이용객은 7만 4천 명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하루 이용객은 1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414,000,000
총 이용객 414,000,000명
2004년 총 이용객은 2,700만명이었다. KTX의 편리함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이에 총 이용객은 4억 1,400만 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 국민이 8번 이상 

이용한 셈이다. 

숫자로 보는 KTX 개통 10주년

지난 2004년 세계 5번째로 달리기 시작한 고속철도 KTX가 2014년 4월1일 개통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그 세월만큼이나 KTX도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용객부터 운행횟수, 정시율, 대량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효과까지 KTX의 다양한 기록을 

소개합니다.

15,700
최다 이용객 증가율 (천안아산역)
천안아산역은 개통 초기 하루 평균 이용객이 3,900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 1만 5,700명으로 4배 증가했다. 

75,499
최다 이용객 수 (서울역)
서울역은 개통 초기보다 3만 2,000여 명이 늘어나 2014년 기준 하루 평균

7만 5,499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136%나 증가한 수치다. 

232
하루 운행횟수 232회
2004년 개통당시 KTX 하루 운행횟수는 132회에서 현재 232회로 100회 늘어났다.  

240,000,000
총 운행거리 240,000,000㎞
개통 이후 1년간 KTX의 총 운행거리는 1,924㎞였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KTX의 

총 운행거리는 2억 4,000만㎞이다. 이는 지구(둘레 3,990㎞)를 5,971바퀴를 돌은 셈이다.

99.88
정시율 99.88%
개통당시  KTX의 정시율은 98.9%였으나 2014년 현재 99.88%의 정시율을 기록하고  

국제철도연맹(UIC)에서 세계1위를 인정받았다.

10년 동안 KTX운영에 따라 매일 82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나타냈다. 

3,000,000,000
소나무 30억 그루

Prologue  | KORAIL 소개Prologue  | KORAIL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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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안전하고 정확한 철도의 가치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의 대외 평가

 정부인증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 / 대한민국 경관대상 역사문화부문 최우수상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국무총리표창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사례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환경부장관상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중소기업 기술협력 대상 기술협력 우수 수요처 우수상, 과제 발굴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은상 

 민간 협회인증

   대한민국 하이스트브랜드 (4년 연속)

    GOOD DESIGN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브랜드 경영혁신 부분 대상 (4년 연속)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누리로(서울-신창)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브랜드

 열차 정시율

브랜드스탁 선정 철도부문 

브랜드 가치 3년 연속1위 

2014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2013년

세계 최고수준 정시율 유지

2014년

99.63% 

99.88%

한눈에 보는 KORAIL의 가치
Prologue  | 한눈에 보는 KORAIL의 가치

철도의 효율성

 교통수단별 점유율 비교*  철도의 물류비용

*  2012년 기준 주요 5개 노선(경부, 호남, 전라, 장항, 

중앙)의 300㎞이상 장거리 이동시 점유율 비교

KTX 57.0%

새마을호 0.9%

무궁화호 3.3%

고속버스 7.0%

승용차 20.0%

항공기 11.8%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철도를 100으로 기준시)

철도 100%

도로 93%

해운 46%

항공 75%

▲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의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2011)

3,810억원/년 

자동차 통행시간 절감
1,994억원

도로 교통사고 저감
178억원

자동차 운행비용 절감
1,528억원

도로교통 환경피해 저감
110억원

 도로교통 혼잡완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

도로 
639.7원

철도
64.5원

1톤 ㎞ 수송시

사회환원

성    과 계    획 실    적 초과달성도

민간부문일자리창출(명) 25,225 26,094 3.4%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억원) 6,450 6,703 3.9% ↑

인당 봉사활동(시간) 12.5 12.6 2.4% ↑ 

사회공헌재원* (백만원) 41,830 42,757 2.2% ↑

*  사랑의 성금, 매칭그랜트, KTX 자발적 공공할인

2014년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26,094명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703억원

2014년

인당 봉사활동

12.6시간

2014년

42,757백만원

사회공헌재원

KORAIL의 핵심지표

 안전지표  재무지표  고객지표

2013년 2013년 2013년

안전운행서비스 (철도사고건/백만㎞) 영업이익 (단위 : 억원) 종합청렴도 (단위 : 등급)

휴먼에러 감소 (취급부주의건수/백만㎞)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고객만족도 (단위 : 점)

안심일터구현 (산업재해지수/상시근로자수) 부채비율 (단위 : %) 조직문화지수 (단위 : 점)

2014년 2014년 2014년

2,359
5

△1,932

0.781
91.5

△44,672

0.304
78.2

359.1

1.937

4
788

0.649

92.4
131

0.279

79.0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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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철도는 자동차의 편리성에 밀려 일부 도시간 철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부족,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 등 환경·에너지 위기로 철도의 친환경성이 재조명 받고 있으며, 도로와 대비

하여 탁월한 수송 효율성으로 21세기 최고로 주목받는 교통수단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정부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철도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도로 및 자동차 확대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환경 친화적인 철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도로 대비 부족하였던 철도의 SOC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교통부문 SOC 투자                          [단위 : 억원]

분       야 2012년 2013년 2014년

도       로 77,614 91,667 84,695

항만·공항 17,056 16,121 15,052

철 도 61,129 69,141 68,033

✽  출처 : 2015년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2013년 국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천TOE]

✽출처 : 2014년 에너지 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천TO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철 도 371 371 370

도 로 29,672 30,213 29,886

해 운 3,366 3,142 3,154

항 공 3,467 3,742 3,733

합 계 36,876 37,468 37,143

✽출처 : 2014년 에너지 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비교

2011년 2012년 2013년

29,672

371 371 370

30,213

29,886

  [단위 : 천TOE]

친환경 철도의 우위성

에너지 고효율 교통수단 철도

KTX와 소나타를 비교했을 때 1인 수송 시 KTX의 소나타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1/5, 온실가스 배출량은 

1/6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구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는 철도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철도(KTX) VS 도로(소나타) 비교

구 분 KTX 소나타 KTX/소나타

에 너 지 소 비  원 단 위  ( k c a l / 인 · k m ) 98 459 1/5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gCO2e/인·km) 20 125 1/6

✽ 전력 발열량: 2,300 kcal/kWh 적용, 승용차 소나타(EF 2,000cc) 1.4 인/대 기준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환경비용을 최소화한 녹색철도

철도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녹색생활이 됩니다. 철도는 도로와 

비교하여 환경오염 발생이 적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경제적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철도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수단 환경비용 현황                                                                                        [단위 : 억원/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 기 오 염 
도   로 138,859 138,859 141,089

철   도 1,570 1,570 1,570

온 실 가 스 
도   로 128,103 116,778 122,330

철   도 854 778 686

소      음 
도   로 31,847 36,277 38,276

철   도 1,097 1,038 1,047

합      계
도   로 298,809 291,914 301,695

철   도 3,521 3,386 3,303

✽  출처 : 2014년 국가 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보고서(국토교통부, 2014.12)

 육상교통수단 환경비용 비교

온실가스 대기오염 소음 

122,330
141,089

도로

도로

철도

철도

38,276

1,570

686

1,047

에너지소비 원단위  98 kcal/인·km

에너지소비 원단위  459 kcal/인·km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20 gCO2e/인·km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125 gCO2e/인·km

   [단위 : 억원/년]

Prologue  | 친환경 철도의 우위성

산업부문 교통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130,906 37,330 37,341 4,670



22 - 2014 Environmental Annual Report Prologue - 23

CO2 배출비중(%)

에너지 소비비중(%)

교통부문의 환경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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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과	지구온난화를	막는  착한교통

도 로철 도 해 운 항 공

77.7
79.5

0.7

12.7

11.4

8.9
7.4

1.4

         Low Carbon,
            Green Growth

모갈호 1899. 09. 18
노량진-제물포  운행시간 1:30
속도  (평균) 20-22㎞/h (최고) 60㎞/h

HEMU - 430X
설계최고속도 430㎞, 영업운전속도 370㎞/h를
목표로 개발중인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KTX 2004. 04.01
서울-부산  운행시간 2:40
속도  (평균) 153㎞/h (최고) 305㎞/h

서울-목포  운행시간 2:58
속도  (평균) 138㎞/h (최고) 305㎞/h

새마을호 1985. 11. 16
서울-부산  운행시간 4:10
속도  (평균) 107㎞/h (최고) 140㎞/h

새마을호 1985. 08. 15
서울-부산  운행시간 4:50
속도  (평균) 92㎞/h (최고) 110㎞/h

관광호 1969. 06. 10
서울-부산  운행시간 4:50
속도  (평균) 92㎞/h (최고) 110㎞/h

맹호호 1966. 07. 21
서울-부산  운행시간 5:47
속도  (평균) 77㎞/h (최고) 100㎞/h

재건호 1963. 03. 31
서울-부산  운행시간 6:00
속도  (평균) 73㎞/h (최고) 100㎞/h

해방자호 1946. 05. 20
서울-부산  운행시간 9:00

속도  (평균) 50㎞/h (최고) 70㎞/h

통일호 1955. 08. 15
서울-부산  운행시간 5:40

속도  (평균) 63㎞/h (최고) 80㎞/h

아카스크(특급) 1936. 12. 01
서울-부산  운행시간 6:45

속도  (평균) 67㎞/h (최고) 90㎞/h

아카스크 1940.05
서울-부산  운행시간 6:30

속도  (평균) 69㎞/h (최고) 90㎞/h

무궁화호 1960. 02
서울-부산  운행시간 5:20

속도  (평균) 67㎞/h (최고) 95㎞/h

60㎞/h

430㎞/h

300㎞/h

100㎞/h

70㎞/h

80㎞/h

9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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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ogue  | 친환경 철도의 우위성

레일(Rail) 위의 속도혁명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logue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함께하는 철도

KORAIL은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동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철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 
경영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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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운영관리

고도화

환경역량

LEVEL-UP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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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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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목표 및 전략

KORAIL은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여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량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방침 및 추진전략

VISION

목    표

3대전략

12대과제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

탄소경영

기반강화

지속 가능한

녹색경영 추진

철도환경 

운영관리 효율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환경오염

저감활동 지속 추진

철도특성에 맞는

환경사랑 실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

토양오염

관리체계 강화

환경업무

위상 강화

구석구석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추진

순환형

물 관리체계 선진화

환경네트워크 및

철도의 친환경성 홍보

환경경영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인프라 구축

KORAIL은 환경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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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투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에 약 1,41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도 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 질 239 344 283 179

대 기 - 108 360 10

토 양 29 47 1,753 1,145

폐 기 물 - 7 39 80

총 합 계   268 506 2,435 1,414

KORAIL은 폐기물, 수질, 토양, 대기, 소음·진동 환경오염물질의 방지시설 설치와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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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인프라 확대

 [단위 : 백만원]

 2014년 환경시설 신설·개량공사

환경시설 투자 집행금액

수질

폐기물대기

토양
신설공사 6건

신설공사 1건

개량공사 11건

개량공사 2건

개량공사 5건

신설공사 3건

신설공사 1건

개량공사 1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 백만원]

268

506

2,435

1,414

         Low Carb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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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력풀 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11종 220개      

자     격     명 보  유  수 자  격  명 보  유  수

대 기 환 경 기 사 25 대기환경산업기사 41

소 음 진 동 기 사 14 소음진동산업기사 1

수 질 환 경 기 사 41 수질환경산업기사 39

폐 기 물 처 리 기 사 16 폐기물처리산업기사 30

토 양 환 경 기 사 3 해양환경산업기사 1

환 경 관 련 기 사 9

 

철도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운영

KORAIL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본사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온실가스 주요 현안 결정에 경영진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기관 환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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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치는 환경법령 제·개정 등 현안사항 공동 대응 및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철도환경자문회 운영 

KORAIL은 시민환경단체 및 외부의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철도환경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환경 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운영되며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뉴스 클리핑 운영  

최신 환경기술 동향 및 녹색제품 기술 현황과 국제 에너지 동향 및 정세, 환경관련 논문, 환경사고 및 이슈를  

공유하는 장으로써 환경뉴스 클리핑 운용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우리공사에 접목 가능한 

타 기업의 환경업무 추진사항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도 환경분야 기술교류회 

내·외부 인적자원의 상호 기술교류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본사·소속기관 환경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환경

기술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12명

대기환경
산업기사

소음진동
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양환경산업기사

41

139

30

1

 자격증 보유현황 

108명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환경관련 기사

25

14

41

16

3 9

 기술교류회

환경업무 조직구성

온실가스·에너지 업무강화에 따라 환경경영 조직을 확대(’11.5)하였으며, 현재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 : 10명    •지역본부 : 25명    •정비단 : 10명    •부속사무소 : 16명

본사 환경조직 변천 현황

1994년 환경조직을 최초 구성한 이후 온실가스·에너지 업무 등 환경업무 영역 을 확대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년 도 주 요  내 용 인 원 비고

1994. 1 차량본부 환경계 (폐기물), 시설본부(방음벽), 감사(환경조사)  7명 3개 소속 분산

1996. 4 경영기획관실 환경담당관(3개 소속의 환경조직 통합) 10명

2000. 1 안전환경실 환경관리과 10명

2004. 9 수송안전실 품질환경과 (고속안전+환경) 6명

2008. 9 수송안전실 환경팀 (토양사업TF팀 통합) 8명

2009. 9 기획조정실 환경경영팀 (에너지, ECO-Rail 2015 추가) 10명

2011. 5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온실가스 추가, ECO-Rail 2015 이관) 10명

2014. 6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신·재생에너지, 배출권거래제 업무추가) 10명

KORAIL은 원활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내에 환경전담 조직을 두고 

현업 소속의 환경,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적

으로는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2

명

처

원

4

명

처

원

3

명

환경기술인

환경조직현황

본사(기획조정실)

(

기
획
부)

(

운
영
부)

본

부

장

1

명

처

장

1

명

팀

장

1

명

환

경

담

당

1

명

환

경

담

당

1

명

팀

장

1

명

에

너

지

담

당

1

명

에

너

지

담

당

1

명

환

경

담

당

1

명

지역본부 12개

수

질

대

기

소

음

사업소

단

장

1

명

처

장

1

명

부

장

1

명

팀

장

1

명

처  

     

장

1 

명

차량정비단 부속사무소

환경조직·운영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 환경조직·운영

기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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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 환경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시 환경오염방제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소속에서는 열차충돌 및 유류저장시설의 누출 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과 사고사례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체계

KORAIL은 환경사고에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유해물질 취급개소 주변에 환경오염  

방제용품을 구비하여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교육 및 비상용품 구비

환경사고에 대비한 직원들의 경각심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비상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및 홍보 등을 통해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KORAIL 사업장의 

환경사고 ZERO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체계
  환경사고 발생 조치 단계

환경 점검활동 
강화

불안전요인
제거

예방체계
구축

환경역량강화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황파악 보고 / 전파

•사고초기 상황파악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전파





대응 / 수습

•유출오염원 응급차단 및 초동방제

•오염물질 회수/수거

사후관리

•2차 오염방지

•현장 원인 조사, 후속 방지대책 수립시행

환경사고예방과 대응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 환경사고예방과 대응

비상대응훈련 시행

KORAIL은 환경사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열차 사고로 인한 기름누출, 유류저장시설 파손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비상사태 대응체계

KORAIL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연락망 및 역할을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경영처장)

지역본부,
직할소속 당직실

역, 사업소
당직근무자

지역본부장
직할사무소장

경영인사처장
(환경담당자)

관계기관 통보
(소방서, 지자체 등)

본사
당직실

급보 필요 시

급보 필요 시

필요 시

보고

야간 / 휴일

보고

관련
역장, 사업소장

행위자
최초발견자

 환경오염 방제용품

 오일펜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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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규 제정·개정

KORAIL의 환경관련 모든 활동은 사규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와 책임, 권한의 수준에 따라 5건의 규정과  

세칙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환경 사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비용 투자 관리 

KORAIL은 환경비용 투자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환경투자·비용 분석을 시행하고 차기

년도 환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환경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KORAIL은 홈페이지(www.korail.com)와 환경경영보고서(2006년 최초 발행)를 통해 고객에게 투명한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KORAIL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한 환경자원, 환경시설, 환경투자,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리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KORAIL 환경경영 추진 핵심 동력으로의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환경경영활동 체계적 관리 ERP시스템(KOVIS)과 통합

환경규제 ERP시스템(KOVIS)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온실가스배출원, 배출량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녹색제품 정보 관리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환경경영평가 지표 설정

환경경영정보

시스템 기초 정보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소음·진동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설비관리

구매관리

문서관리

업무포탈

재무관리 

자재관리

환경활동

지표평가

체계적 
관리

환경활동

등록관리

지속가능

평가대응

환경경영
보고서

기초자료

환경 지도·컨설팅

KORAIL은 철도환경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 2회(상, 하반기)에 걸쳐 전 소속에 대한 환경지도·컨설팅을 시행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환경시설물 유지보수 컨설팅을 통해 환경경영 활동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

본사와 현업 소속간 양방향 소통 강화와 환경법규 준수 여부, 소속기관 환경업무 추진 실태 점검 등에 대한  

환경 지도·컨설팅을 통하여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으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예방활동

환경 지도·컨설팅은 공사 사규인 철도환경관리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환경점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자율적으로 환경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본사 차원의 업무지원 또는 현안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특별·수시 활동을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전파·공유

환경지도·컨설팅 추진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전소속에 공유하고 소속별 미흡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차량사업소 환경지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탬

지역본부
현업소속

본 사

현업 소속 활동지도·컨설팅 요청

시행 및 개선·시행 조치

개선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

우수사례 공유 및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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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인재개발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정부경영평가 적극 추진

KORAIL은 친환경 철도구현을 위한 환경보전 및 운영의 효율화, 전사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강화를 사규에 규정화하였으며,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실무교육

KORAIL은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환경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색환경관리과정”을 개설

하여 총3회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정명 주요내용 대상자 이수인원

KORAIL
인재개발원

녹 색 환 경 관 리
환경전략과 추진과제, 환경법령 해설, 환경정보공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관리, 에너지관리, 소음
진동·대기·폐기물·토양·수질관리, 녹색소비

소 속 기 관
환경업무 담당자

237명

OJT교육

환경정보등록교육 환경정보 추출 및 작성, 시스템 사용방법 상 동 25명

온실가스 에너지 
담 당 자 교 육

공공기관 에너지 특별수급기간 대책, 에너지절약관리
소 속 기 관  
에너지 담당자

25명

환 경 교 육
직원의 환경보전 의식 및 환경관리능력 배양
(근거) 철도환경관리규정 제6조(환경교육의 강화) 제3항

소 속 기 관 
전  직 원

-

환경관리 전문위탁교육

환경경영을 이끌어 갈 부문별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전문가 

양성 및 환경행정실무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및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수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과      정 7 6 5 6

이수인원 45 50 12 40

환경관리

전문위탁교육

2011년

45
50

12
40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의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녹색제품  

구매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권장정책에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협력과 이를 통한 범국가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현황

KORAIL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국가적 전력수급 위기 극복 기여를 위하여 전기에너지 

절약,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구매, LED조명 확대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경영평가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에 너 지 소 비 량  절 약

(에너지특별수급기간)

목   표 10% 10% 평가제외

달성률 17% 12% -

고효율 기자재 구매
목   표 100% 100% 평가제외

달성률 100% 100% -

L E D  조 명  보 급
목   표 30% 40% 50% 

달성율 54% 54.3% 54.3%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 동 차  보 유

목   표 - 평가신설 � 50% 

달성율 - - 36%

녹색제품 구매

KORAIL은 녹색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하는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녹색화에 기여하고 사회·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고자 녹색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             준 득  점  

이 행 도 녹 색 제 품  구 매 비 율
 녹색제품 구매액/대상품목 전체 구매액 

 8,678백만원/8,983백만원 = 96.6% (90%↑만점)
80점

노 력 도 구매추진 체계의 실효성
 제도개선 실적 및 실제 운영 여부

 교육추진 및 이행 문서 시달건수
20점

총  점 목표달성 100점

목표 달성률 LED 조명 보급 달성도

 녹색제품 구매 달성 현황

30% 보급 40% 보급 50% 보급

54% 54.3% 54.3%

2012년 2013년 2014년

90.91

2013년2012년 2014년 

91.10

96.59

 [단위 : %] 

90% 목표
[단위 : 명]



Prologue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함께하는 철도

Comprehensiv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서 KORAIL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다



38 - 2014 Environmental Annual Report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다 - 39

KORAIL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허용량 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및 체계

체계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온실가스·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온실가스·에너지 실무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위:tCO2e]

구  분
정부 기준 KORAIL 실적

배출전망(BAU) 배출허용량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2012년 1,841,622 1,832,258 1,736,811 186,680 9,71

2013년 1,932,296 1,883,721 1,771,454 112,267 5.96

2014년 2,001,729 1,960,581 1,639,366 321,215 16.38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사  장

전사 실무관리자

환경경영처장

분야 책임관리자

본부,실·단장

사업장 책임관리자

소속기관의 장

분야 실무책임자

분야 실무부서장

분야 실무담당자

분야 활동데이터
관리 담당자

사업장 실무책임자

사업장 실무부서장

사업장 실무담당자

사업장 산정 담당자
사업장 검증 담당자 
사업자 감축 담당자

전사 실무책임자

환경기획부장

전사 실무담당자

전사 산정 담당자
전사 검증 담당자
전사 감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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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배출허용량 대 배출량

2013년

2012년

2014년 

[단위:tCO2e] 배출허용량

배출량

9.71% 감축

5.96% 감축

16.38% 감축

1,832,258

1,736,811

1,883,721

1,771,454

1,960,581

1,639,366

총괄관리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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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철도운행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배출활동은 철도수송에 따른 철도 운전용에너지, 철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 됩니다. 

온실가스 검증체계 구축

KORAIL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사 및 사업장별 온실

가스 내·외부 검증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검증담당자를 지정·운영한 결과, 2007년 이후  

모든 명세서 검증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KORAIL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현황

년    도 2007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검증기관 EQAIcc
티유브이

이슈드코리아
한국표준협회 대일이엔씨기술 환경보전협회

결     과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철도차량(디젤동차)

연료사용량

철도차량(디젤기관차)

연료사용량

정부 NGMS 시스템

철도차량(특수차량)

연료사용량

철도차량(전기차량)

전기사용량

일반전력(사옥, 역사 등)

전기사용량

일반전력(기계, 설비 등)

전기사용량

정확성 검증

        기계설비 연료

업무용자동차 연료

냉난방 연료

ERP시스템

E
R
P
시
스
템

E
R
P
시
스
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고지서/구매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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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현황

201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4만톤으로 전년도 대비 7.46% 감소하였으며, 이는 KTX 등 전기철도차량 

운행 증대와 철도 물류수송의 체계변경, 에너지절약 활동 실천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철도교통의 운행량 증가는 타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tCO2e]

활동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철도운전용
경 유 585,563 562,192 544,968 500,742 428,329

전 력 921,827 1,006,112 1,009,321 1,082,459 1,030,405

생   활   용

생 활 전 력 142,483 151,529 158,901 165,675 162,000

냉 난 방 연 료 25,275 18,760 19,299 18,424 14,309

업무용 자동차 3,829 5,958 4,322 4,154 4,323

계 1,678,977 1,744,551 1,736,811 1,771,454 1,639,366

2014년도 철도차량 운행거리(환산차량키로 기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2㎏/㎞이며, 2010년도 배출량 

0.90㎏/㎞ 대비 약 8.9%를 감축하였습니다.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배   출   량(천tCO2e) 1,507 1,568 1,554 1,583 1,459

환산차량키로(백만㎞) 1,681 1,760 1,801 1,825 1,777

운행거리당배출량(㎏/㎞) 0.90 0.89 0.86 0.87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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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용 경유

철도운전용 전력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1,639,366톤생활전력

냉난방연료

업무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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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목표
예상배출량[tCO2e]

배출목표량[tCO2e] 

428,329

1,030,405

162,000

14,309

4,32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75,918

2,032,472

2,250,030

2,270,191

2,462,901

1,733,506

1,878,176

2,079,217
2,079,848

2,275,928

 교통분야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단위 : tCO2e]

도로·항공
(5개)

        1,480,764

도시철도 (5개)
919,058

KORAIL
1,664,080

총계

4,063,902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배출량 비교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0.86

0.89
0.90

22.41
22.53

19.92

24.56
23.72 22.15

2013년2012년2011년2010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0.87

0.82

[단위 : ㎏/㎞] 
[단위: gCO2e/인·㎞] 

 [단위 : tCO2e]

KTX
수도권전동차

 KORAIL 중기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 tCO2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상 배 출 량 1,875,918 2,032,472 2,250,030 2,270,191 2,462,901

배 출 목 표 량 1,733,506 1,878,176 2,079,217 2,097,848 2,275,928

감 축 목 표 량 142,412 154,296 170,813 172,343 186,973

KORAIL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11개 업체 중 총 배출량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철도분야(6개 업체) 배출량 합계의 64.4%에 달해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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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tCO2e) 에너지 소비량(TJ)

철도분야 

(6개 기관)

KORAIL 1,664,080 28,597

도시철도(5개 기관) 919,058 17,745

도로·항공 (5개 기관) 1,480,764 30,197

총        계 4,063,902 76,539

KORAIL의 대표차종인 KTX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온실가스배출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2~6%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철도차량의 효율화 및 열차 운전패턴 조정 등 최적의 운행여건을 조성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차종별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단위: gCO2e/인·㎞]

차           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K  T  X 21.29 19.89 22.41 22.53 19.92

수도권전동차 26.55 27.03 24.56 23.72 22.15

새 마 을 호 73.30 75.67 76.34 61.64 64.26

무 궁 화 호 48.79 44.93 44.85 35.82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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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운영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201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경험 습득과 전사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RAIL의 전사 탄소배출권 운영 프로세스

  12개 지역본부, 3개 차량정비단, 6개 전기·시설 직할사무소, 본사, 인재개발원, 교통관제센터, 특별동차사무소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25개 사업장이 참여합니다.

 모의거래 효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    상    소    속 본부 및 부속기관 본부 및 부속기관 본부 및 부속기관

온실가스 감축량(tCO₂e) 22,616 28,024 42,407

비  용  절  감 ( 백 만 원 ) 5,273 4,703 7,074

KORAIL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의 선두적 역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최우수 소속 수치 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

서울-부산 KTX 이용시 소나무 심는 효과

철도분야 최초로 KTX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울-부산

구간 KTX 열차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KORAIL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으로, 자동차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철도의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인증내역 관련차량 온실가스 총 배출량 1km당 배출량 수  준

KTX(서울 - 부산) 1인 편도 수송기준  10.21kg 24.1g 승용차 대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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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e)
구간별 

철도 운송량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tCO2e)
온실가스 

감축효과(tCO2e)

KTX
(서울-부산)

철   도 24.5g/인·km 10,765,698
천인·km

263,760
1,540,033

승용차 167.5g/인·km 1,803,793

경춘선
(상봉-춘천)

철   도 25.7g/인·km 998,500
천인·km

25,661
141,638

승용차 167.5g/인·km 167,299

철도물류
철   도 45g/톤·km 10,271,232

천톤·km

462,205
3,082,397

화물차 345.1g/톤·km 3,544,602

누리로
(서울-신창)

철   도 21.5g/인·km 214,000
천인·km

4,601
31,255

승용차 167.5g/인·km 35,856

10kgCO2e

61kgCO2e 감축
71kgCO2e

※ 소나무 1그루는 약 5㎏CO2e 흡수

   탄소성적표지 인증

철도운송서비스 1인 편도기준

KTX (서울-부산 노선)

(소나무 12그루)

2. 거래가격 결정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

흐름도

3. 거래결과 통보

4. 배출권 거래 완료

배출권 거래소
(환경경영처)

1.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 신청서 제출

A부서
(배출권 부족 부서)

B부서
(배출권 잉여 부서)

1. 시스템을 통하여

    매수 신청서 제출

2012년 2013년 2014년 

22,616 28,024
4,703

7,074

42,407
5,273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 tCO₂e 

비용절감
단위 :백만원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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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KORAIL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체계로의 에너지정책변화』에 부응하고 철도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열차운행체계, 차량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철도

차량 운전용 에너지절약과 생활용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과 녹색환경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현황

KORAIL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철도기지,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력에너지, 냉난방연료, 업무용 자동차 연료 등 생활에너지는  

전체 소비량의 12%에 불과합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소음저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

에너지 기반 철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유사용량은 큰 폭으로 감소시켜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별 소비량                          [단위 : TJ]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철도 운전용

에 너 지

경     유 7,558 7,256 7,008 6,439 5,508

전     력 17,794 19,421 20,782 22,288 21,216

생 활 용

에 너 지

전     력 2,750 2,925 3,272 3,411 3,335

냉난방연료 449 337 348 321 262

업무용 자동차 58 87 62 58 62

계 28,609 30,026 31,472 32,517 30,383

 에너지 종별 소비량 비교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효율화

2014년 기준 KORAIL 총 에너지소비량(30,383 TJ)의 88%(26,724 TJ, 5,029억원)가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에 편중되어 에너지소비 구조개선을 위해 운전용 에너지의 효율화를 전사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경유) 사용량의 지속적인 감축

직접연소에 의해 매연, 온실가스 배출, 소음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인 디젤철도차량의 

경유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방지 및 대기오염 최소화, 정온한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디젤철도차량 경유사용량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 유 사 용 량 ( ㎘ ) 200,477 192,467 185,889 170,798 146,098

소   비   량 ( T J ) 7,558 7,256 7,008 6,439 5,508

디젤철도 차량(천km·량) 594,873 570,645 589,385 510,105 423,423

단 위  운 행 당  경 유 사 용 량
( /km·량)

0.337 0.337 0.315 0.335 0.345

 국가 전력수급 위기 대응 기여

과거 전기철도차량의 운행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기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효율적 차량운행 계획 

수립 및 고효율 전기철도차량 도입확대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기철도차량 전력사용량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력 사 용 량 ( M W h ) 1,977,107 2,157,880 2,164,761 2,321,625 2,208,981

소   비   량 ( T J ) 17,794 19,424 20,782 22,288 21,216

전기철도 차량운행량(천km·량) 1,086,222 1,190,251 1,211,866 1,315,394 1,353,693

단 위  운 행 당  전 력 사 용 량
(kwh/km·량)

1.82 1.81 1.79 1,76 1.6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 에너지 관리

[단위 : TJ]

철도 운전용 경유
5,508

철도 운전용 전력
21,216

생활전력
3,335

냉난방연료
262

업무용 자동차
62

 
에너지 소비량

계 30,383

 디젤철도차량과 전기철도차량의 단위운행 당 사용량 디젤철도차량 단위 운행당 경유사용량[ /km·량]

전기철도차량 단위 운행당 전력사용량[kwh/km·량]

1.79

1.76

1.63

0.335
0.345

1.82 1.81

0.315

0.337 0.33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에너지 소비량
계 28,609

철도 운전용 전력
17,794

철도 운전용 경유
7,558

업무용 자동차
58

냉난방연료
449

생활전력
2,750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200,477

146,098

[단위 : ㎘]

 경유사용량 비교

27% 
감소



46 - 2014 Environmental Annual Report 지구 온난화 방지에 앞장서다 - 47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절감활동

KORAIL은 에너지 주 소비원인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 ECO-Driving과 차량운행 시 탑재되는 

불필요 연료량을 최소화 시키는 최적 주유, 승객수요에 맞는 탄력적 객차 편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철도

차량도입, 철도차량 내부조명에 대한 전면적인 LED 교체 등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철도 구현

철도차량 연료절약
ECO-Driving

에너지 과소비 요소 개선
에너지 진단 시행

전기철도 확대
고효율 전기차량 도입

선로전철화

철도차량 회생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ESS) 운용

구간별 연료사용량 분석
디젤차량 주유량 

최적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 에너지 관리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용정구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용

운전용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부고속선 용정구분소에 고속열차용 전력 저장장치를 운용하여 회생제동 

전력의 재사용으로 연간 약 3억원(3,377㎿h)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시행

KORAIL의 업무용 건물 중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본사 및 서울본부 사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시행하여 

에너지 과소비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 진단결과

구       분 본       사 서  울  사  옥

에너지 진단 시행 2013.12 2013.12

연       면       적 49,781m2 21,000m2

에너지절약

기 대 효 과

열
보일러 연소공기비 개선 등 배기열회수 등

5,887 Nm3/년 1,100Nm3/년

전  기
절전형 LED 교체 등 고효율 UPS 교체 등

344 MWh/년 209MWh/년

KORAIL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기준 강화에 따라 2015년부터는 연면적 1,000㎡이상의 모든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규정에서 정한 진단대상이 아닌 영업 및 차량정비용 건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에너지진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저장

회생 에너지가 저장됨 

에너지공급

저장된 에너지를 고속열차에 공급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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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감활동(ECO-Driving)

동력차의 무부하 운전시간 단축, 도중역 및 시종착역 장시간 정차열차 기관정지, 회송열차 냉난방 및 전등  

소등, 무화회송 등으로 연간 약 230억원의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연료 절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 관 기 동 정 지 8,786 9,559 15,020 17,557 21,370

발전차 연결 생략 1,162 1,276 732 665 1,090

동 력 차  무 화 회 송 395 389 1,036 842 540

합     계 10,343 11,224 16,788 19,064 23,000

 디젤연료 최적 주유 및 탄력적 객차편성 시행

KORAIL은 디젤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철도차량의 운행별 연료사용량 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연료만을 

주유하여 차량무게를 감소시키고 요일별로 승객수요를 고려한 객차 편성수 조절 등으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

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최적주유 경유절감 실적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합계
수색 부곡 익산 순천 가야 대전 경주 대구

아산
부산항

광주 목포 제천 천안 영주
청량리
동해    

절감량

(ℓ)
 209,588.2 174,512.5 89,033.5 473,134

절감액 

(억원)
3.45 2.88 1.47 7.8

 전기철도차량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KORAIL은 대기오염유발가능성이 높은 디젤차량 운영을 축소하기 위해 고효율 전기차량 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력차 전기차량 VS 디젤차량 보유량 비교                      [단위 : 대]

구     분    
전기 디젤

동  차 기 관 차 합  계 동  차 기 관 차 합  계

2010년 3,429 179 3,608 471 330 801

2011년 3,502 177 3,679 444 321 765

2012년 3,637 204 3,841 397 315 712

2013년 3,705 188 3,893 303 286 589

2014년 3,848 200 4,048 204 309 513

 철도차량 운전용 연료 절약실적

 철도차량 최적주유 경유 절감 실적

 동력차 전기차량 VS 디젤차량 보유량 비교

기관기동정지

발전차 연결 생략

동력차 무화화송

총 합계

665

842

17,55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40

1,090

21,370

395

1,162

8,786

389

1,276

9,559

1,036

732

15,020

10,343

11,224

16,788
19,064

23,000

1권역

209㎘ 절감

473㎘ 절감

7.8억 절약

2권역

175㎘ 절감

3권역

89㎘ 절감

3.45억원

2.88억원

1.47억원

전기차량 디젤차량 

2014년

2013년

2012 년

총 4,048

동차

3,848
기관차

200

총 513

동차

204
기관차

309

총 3,893

동차

3,705
기관차

188

총 589

동차

303
기관차

286

총 3,841

동차

3,637
기관차

204

총 712

동차

397
기관차

315

 [단위 : 대]

 [단위 : 백만원]

 고효율 전기철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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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비용 현황

KORAIL은 철도차량 운전용에너지 및 생활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에너지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증감요소

KORAIL은 신설역사 대형화, 고객편의 시설 확충, 이용여객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일일 운행열차횟수(회/일) 3,366 3,352 3,103

수 송 량

여  객 ( 천 인 ) 1,152,998 1,230,396 1,269,606

화  물 ( 천 톤 ) 40,309 39,822 37,379

소  계 ( 천 인 · 톤 ) 1,193,307 1,270,218 1,306,985

수 송 실 적

여  객 ( 백 만 인 ㎞ ) 37,142 38,531 39,941

화  물 ( 백 만 톤 ㎞ ) 10,271 10,459 9,564

소계(백만인·톤㎞) 47,413 48,990 49,505

열차운행거리

디젤차량(천㎞·량) 589,385 510,105 423,423

전기차량(천㎞·량) 1,211,866 1,315,394 1,353,693

소  계(천㎞·량) 1,801,251 1,825,499 1,777,116

1,193,307 

1,270,218

1,306,98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 에너지 관리

2012년

운전용에너지

생활용에너지

2013년 2014년

5,836억원

5,380억원 5,248억원 5,029억원

456억원 511억원 529억원

5,759억원 5,558억원

2014년2013년2012년

47,413
48,990

49,505

수송량 

(단위 : 천인·톤)

수송실적 

(백만인·톤㎞)

1,825,499

1,777,116

1,801,251

열차운행거리
(천㎞·량)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종합조정

KORAIL은 배출권거래 의무대상(연 25만톤) 기관으로서 대중교통의 특수성이 입법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지침 및 할당계획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2015년 시행

되는 제1차 계획기간에서 유보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법률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설협의체 주도적 참여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이 주관하는 업종별 상설협의체에 참여하여 대중교통의 대량수송에 따른 온실

가스 절감 효과 및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철도부문 대표로서의 KORAIL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착수

KORAIL은 철도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배출한계비용 분석, 효과적 거래 지속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추진으로 온실가스 중장기 전략 로드맵 작성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대중교통(철도,버스)부문 제1차 계획기간(’15-’17) 유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목표관리제 업종분류체계 및 국가 감축목표 업종분류 등을 고려하여 

5대부문, 23개 업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실상 철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유보를 확정하였습

니다.

KORAIL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중장기 로드맵(에너지 효율화, 

차량개선 및 교체, 신재생/발전 등) 수립에 따른 단계별 추진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상설협의체(전체회의)

제1분과 협의체 제2분과 협의체 제3분과 협의체 제4분과 협의체

경제단체(대한상의), 
분과협의체 대표, 환경부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자동차 

(5개 업종)

시멘트, 광업, 요업, 
제지목재, 식료품

(5개 업종)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6개 업종)

발전, 건물, 교통
폐기물

(4개 업종)

 분과별 배출비율

제4분과
45.60%

제1분과
22.90%

제2분과
10.80%

제3분과
20.70%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활성화

정책방향

제1차 계획기간 이후
배출권거래제 제외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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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현황

 태양광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본 사 사 옥 90.4 2009.08 반 성 역 10 2012.12

대전철도차량정비단 21 2011.05 진 주 역 20 2012.12

철 도 박 물 관 60 2005.12 월 곶 역 15.84 2012.06

여 수 엑 스 포 역 30 2009.12 소 래 포 구 역 21.12 2012.06

운 정 역 17.4 2010.05 인 천 논 현 역 28.8 2012.06

강 매 역 10.24 2014.10 호 구 포 역 15.84 2012.06

제 천 승 무 원 숙 사 21 2011.02 남동인더스파크역 14.4 2012.06

옹 천 신 호 장 3.3 2013.04 원 인 재 역 15.84 2012.06

회 룡 역 56.25 2012.09 연 수 역 15.84 2012.06

월 계 역 26 2013.12 송 도 역 23.04 2012.06

 지열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본 사  사 옥 1,016 2009.08 소 래 포 구 역 112 2012.06

순 천 역 221 2009.12 인 천 논 현 역 112 2012.06

김 천 구 미 역 47 2010.10 호 구 포 역 112 2012.06

신 경 주 역 27 2010.10 남동인더스파크역 112 2012.06

울 산 역 489.6 2010.11 원 인 재 역 112 2012.06

오 송 역 720 2010.12 연 수 역 112 2012.06

제 천 승 무 원 숙 사 53.5 2011.02 송 도 역 112 2012.0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455 2012.05 동 대 구 역 61 2012.06

대 전 철 도 차 량

정 비 단 ( 제 천 )
32.5 2012.05 반 성 역 74.4 2012.12

월 곶 역 112 2012.06 진 주 역 108.1 2012.12

 태양열

장  소 용량(㎉) 설치년월 장  소 용량(㎉) 설치년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1,200 2012.05 동 산 역 2,253 2012.04

동 익 산 역 2,253 2012.04 고 명 역 300 2012.04

삼 례 역 2,253 2012.04 삼 곡 역 300 2012.0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 신·재생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KORAIL은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풍력, 태양열 설비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공급안정화와 전지구적 온실가스감축, 기후

변화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KORAIL은 2005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2014년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16개소(총 용량 506kW, 태양광 가로등 제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년간 554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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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수(대) 16 2 1 2 10 1

설치용량(kW) 506.32 120.4 17.4 42 263.22 3.3

지열 설비 운영  

KORAIL은 2009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냉난방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열을 활용하는 설비를 확충하여 

2014년 현재 20개소의 4,201kW의 지열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열시설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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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설비 운영  

KORAIL은 지열시설을 보완하여 총 6개소의 8,559kcal의 태양열 설비를 운영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열시설 설치 현황                   

설 치 용 량 1000kcal미만 1000~2000kcal 2000kcal이상

설 치 대 수 2 1 3

 태양광 설비 <김천역>

 지열 설비 <오송역>

 태양열 설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Prologue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함계하는 철도

Eco-friendly management to save the earth 

KORAIL은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선진경영으로 

능동적인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구
환경을 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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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KORAIL은 역, 사업소 등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열차에서 나오는 오수와 차량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수기 보급과 수압 조절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중수도 설치, 방류폐수 재활용, 빗물 재이용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수자원 

관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폐수 관리

KORAIL은 사업장 주변의 하천 또는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계 처리를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전량 처리함으로써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KORAIL 사업장에서는 철도차량 세척과 정비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의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차량검수 시설과 역 운영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배출됩니다.                                                 [단위 : m3]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객차오수량 30,385 61,007 51,109 79,680

폐수처리량 218,039 204,926 270,654 242,032

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 결과

KORAIL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기준

구   분 pH COD SS n-H ABS T-P T-N

기준치 5.8-8.6 50.00 40.00 1.00 3.00 4.00 30.00 

측정치 7.35 24.54 35.00 0.00 0.04 0.24 14.79 

‘가지역’ 기준

구   분 pH COD SS n-H ABS T-P T-N

기준치 5.8-8.6 90.00 80.00 5.00 5.00 8.00 60.00 

측정치 7.26 14.65  9.56 0.27 0.06 3.21  5.45

‘나지역’ 기준

구   분 pH COD SS n-H ABS T-P T-N

기준치 5.8-8.6 130.00 120.00 5.00 5.00 8.00 60.00 

측정치 7.17  11.36   6.78 0.28 0.16 2.16  4.86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수질관리

객차오수량

폐수처리량

30,385

218,039

204,926 270,654

242,032

61,007

51,109

79,68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 m3]

 ‘청정지역’ 기준 사업장

 ‘가지역’ 기준 사업장

 ‘나지역’ 기준 사업장

pH COD SS n-H ABS T-P T-N

5.8-8.6

50.00

40.00

1.00

35.00

0

3.00
4.00

30.00

14.79

0.240.04

24.54

7.35

pH COD SS n-H ABS T-P T-N

5.8-8.6

90.00

80.00

5.00

9.56

0.27

5.00
8.00

60.00

5.45
3.210.06

14.65

7.26

pH COD SS n-H ABS T-P T-N

5.8-8.6

130.00
120.00

5.00

6.78 0.28

5.00
8.00

60.00

4.862.160.16

14.65

7.26

기준치 측정치

세척 폐수
발생량 242,032 톤/년

자체처리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수역 방류

오수처리시설

89개소
폐수처리시설           

43개소

객차 오수

발생량 79,680 톤/년

✽청정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매우좋음’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용문차량사업소)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 약간 좋음’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병점·분당·평내·순천·여수·영주·부산신항차량사업소,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 약간나쁨, 나쁨’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서울·문산·구로·청량리·이문·동해·강릉·제천·대전·익산·광주·목포·대구·포항·부산·
               가야차량사업소, 수도권·부산철도차량정비단)

 경주차량사업소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출 이용한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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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KORAIL은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수도 시설 및 오·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용수를 철도차량 세척용수, 건물 살수용수, 화장실 위생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이

용하고 있습니다. 

KORAIL은 빗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빗물저장 및 활용 시스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확대

정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7.1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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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지붕면적 1,000㎡이상인 운동장, 공공청사

 
KORAIL은 건축물의 지붕면에 내린 빗물을 모아 조경·청소용수로 활용하는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옥상 빗물 차집

빗물이용시설 이용

 지하 저장조 설치

연산역 ‘빗물저금통’ 설치 전경

빗물 사용

충주역 수평배관 설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빗물 재이용설비

충주역 사용개소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수질관리

 빗물 재이용시설 체계

빗물이용시설

집수
시설

송배수
시설

수처리 
시설

저류
시설

초기
우수처리 

시설

대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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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조화설비 청소를 시행하여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대기환경 보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공조설비 개량, 환기설비 확대 운영, 청소 품질평가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80개 전 역사(지상 30역, 지하 50역)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차 객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조화설비 개선, 냉·난방기 필터 교환, 객실 청소 강화 등 열차 객실  

공기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유지기준 권고기준

2,000㎡ 이상

Rn, 석면, VOC, O3, NO2

CO
CO2

PM10

HCHO
 

(1년 1회 측정) (2년 1회 측정)

(년 2회 측정)

지하역사

철도차량
( KTX, ITX, 전동차)

지상역사

역사청소

객실청소

미세먼지(PM10)

공기정화화장실청소

이산화탄소(CO2)

냉·난방기 점검 필터류 청소

터널구간 청소 선로변 청소 스크린 도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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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철도 역사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  정  항  목 기 준 치

측정결과(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지 하 지 상 지 하 지 상 지 하 지 상

유

지

기

준

미 세 먼 지(㎍/㎥) 150 이하 91 68 79 58 82 63

이 산 화 탄 소 ( p p m ) 1,000 이하 478 458 534 490 513 488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10 14 18 17 43 24

일 산 화 탄 소 ( p p m ) 10 이하 1 1 1 1 1 1

 열차 객실 내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정항목 기 준 치
측정결과(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권

고

기

준

미세먼지

(㎍/㎥)

광역철도 200 이하 39 66 73

열     차 150 이하 35 24 45

이산화탄소

(ppm)

광역철도
평 상 2,000 이하 1,561 1,299 1,147

혼 잡 2,500 이하 2,017 1,747 1,611

열     차
평 상 2,000 이하 904 988 1,107

혼 잡 2,500 이하 1,709 1,637 1,380

 환경부 자동측정망 운영

용산역 맞이방에 설치된 환경부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관련법에서 정한 유지기준의 미세먼지는 

38%, 이산화탄소 43.2% 수준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산역 측정결과

측 정 항 목 유지기준
측정결과(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 세 먼 지(㎍/㎥) 150 이하 53 58 45 46 57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515 498 498 511 432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필터 청소 시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외부 도색과정에서 발생되는 탄화

수소(THC) 및 디젤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매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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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대기관리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00이하) 미세먼지(㎍/㎥) (기준치 150이하)

2012 2013 2014

91

68 79

58
63

82

2012 2013 2014

10
14

18 17
24

43

지하 지상

 일산화탄소(ppm) (기준치 10이하)

2012 2013 2014

1 1 1 1 1 1

 이산화탄소(ppm) (기준치 1,000이하)

2012 2013 2014

478
458

534

490 488

513

 미세먼지(㎍/㎥)

2012 2013 2014

광역철도
200이하

39
35

66

24

73

열차
150이하

45

 이산화탄소(ppm) - 광역철도  이산화탄소(ppm) - 열차

혼잡 혼잡평상 평상2012 20122013 20132014 2014

2,000이하 2,000이하

2,500이하 2,500이하
2,017

1,7091,561

904

1,611

1,3801,147
1,107

1,299

988

1,747

1,637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대기관리

57
46

45

58

53

2013년2012년 2014년 2011년 2010년 

498498

515
511

432

미세먼지(㎍/㎥)  기준치 150이하

이산화탄소(ppm)  기준치 1,000이하

방지 시설 운영

도장설비 필터청소급사설비

 차량부품 청소 집진장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필터교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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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

KORAIL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철도부지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토양측정망 관리

 토양측정망 운영 프로세스

 전국 철도용지 토양 측정망 현황

합계 서울 수도권 
서부

수도권 
동부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24 0 3 1 0 1 5 2 3 1 2 4 2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용지에는 

총 24개의 측정망 지점을 설치하여 연도별 토양오염도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원을 통한 토양정밀조사 지속 추진

KORAIL은 2012년 철도분야 최초로 토양오염우려개소를 환경부의 국가부지목록에 등재하여 적극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양오염우려개소를 해소하는 등 철도부지 토양환경가치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도 목침목 보관 개소 토양오염 관리

철도 목침목은 고도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 F 3005)에 따라 크레오소트유로 방부처리

하며, 환경부에서는 방부처리침목이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벤조(a)피렌 기준을 신설하여  

목침목 보관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ORAIL에서는 신침목 보관개소 8지점, 헌침목 보관개소 11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분석하여 목침목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침목 보관개소 토양오염도                            [단위 : mg/kg]

구 분 벤조(a)피렌 Cd (카드뮴) Cu (구리) As (비소) Pb (납) Zn (아연) Ni (니켈)

우려기준 7.00 60.00 2000.00 200.00 700.00 2000.00 500.00 

평 균 값 0.21 20.37 38.21 30.20 43.16 172.41 23.68 

최 대 값 0.55 29.04 103.52 43.69 115.62 809.87 31.96 

최 소 값 0.00 14.77 15.70 11.26 15.46 44.77 16.57 

 신침목 보관개소 토양오염도                            [단위 : mg/kg]

구 분 벤조(a)피렌 Cd (카드뮴) Cu (구리) As (비소) Pb (납) Zn (아연) Ni (니켈)

우려기준 7.00 60.00 2000.00 200.00 700.00 2000.00 500.00 

평 균 값 0.57 20.58 82.57 31.30 82.83 181.68 29.59

최 대 값 1.63 23.16 218.96 41.17 143.22 429.81 51.13

최 소 값 0.00 17.61 21.62 16.06 19.07 62.73 18.48

토양 내 벤조(a)피렌 함유량 분석 결과, 헌침목 개소가 신침목 개소에 비해 오염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헌침목이 신침목에 비해 유해물질 용출특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도 목침목 보관개소 토양오염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토양관리

 철도 목침목 보관개소 토양시료 채취

  헌침목 보관개소

토양시료채취

(5~6월)

오염도 분석

(7~12월)

결과보고서 발간

(다음년도)

174.5

115.3

155.7

289.8

445.5

연도별 누적 조사비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조사비용

174.5

2013년2012년 2014년 

7.00 60.00 2000.00 200.00 700.00 2000.00

헌침목 신침목

500.00

1,63
0.55

23.16
29.04 103.52

43.69
115.62

809.87

31.96

14.77 15.70 11.26 15.46

44.77

16.57

218.96

41.17

143.22 429.81

51.13

0.000.00
17.61

21.62
16.06 19.07

62.73

18.48

토양오염 
우려기준

벤조(a)피렌 카드뮬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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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KORAIL은 열차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분리 보관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적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적법처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 정부의 올바로시스템 활용 등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열차와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은 분리 수거를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공기필터·폐제륜

자 철편 분리, 폐공기호스 재활용, 폐목재류  연료 사용 제공 등 폐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폐자원 재활용 홍보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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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역·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식품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잔반 없는 날 지정, 물기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안함 운영 등을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폐기물관리

폐기물 적법처리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폐기물 보관장 설치, 배출시간 지정 운영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 사업장 배출과 신고와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 동참 유도 및 외부전문 강사 초청교육을 시행하고 환경부등록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1,520 1,520 1,690 2,127 1,370

지  정  폐  기  물 1,161 1,534 1,933 1,712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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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차량검수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일반폐기물

차량객실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분리보관

소각

역폐기물

매립

지정폐기물

1,370

2,127

1,690

1,5201,520

1,161

1,534

2013년2012년2011년2010년 2014년 

1,933
1,712

1,292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단위 : 톤]

1,236,738

449,805

361,781

418,014

191,071

277,465

82,810

30,138

30,625

309

종이류

플라스틱

캔 류

병 류

기타

열치 재활용

역사 재활용

[단위 : kg/연]

 차량냉매 재활용          폐유 재활용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잔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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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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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차제작 단계에서부터 실내·외 소음권고기준을 

적용한 저소음 차량 도입과 지속적인 장대레일 개량, 선로 건설 및 개량 시 방음·방진시설 

등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선로변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음측정망 관리

KORAIL은 철도 운영으로 인한 소음공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도심지역 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의 환경부 철도소음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지점현황

 노선
 계

혼합선 
(수도권)

경의선 경부선
동해

남부선
대구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광주선 중앙선 경전선 장항선 경춘선 영동선 태백선

KTX 전용

(경부)

35 7 1 8 1 1 4 2 1 2 2 1 1 1 1 2

 연도별 철도소음측정 현황                   [단위 : dB(A)]

구  분
1일평균

열차운행대수
소음한도

연도별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지면위

낮

218회

(’13년 214회)

(’12년 211회)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8 58 58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7 57 55

최고치

예상층

낮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62 62 62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61 61 59

철도 소음진동 저감 노력

철도소음은 추진 장치에 의한 기계소음,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소음, 열차 전두부 및 팬토그래프에 의한 공력

소음, 기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기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각 소음원에 대한 소음조감을 

위해 철도차량 제작 시 저소음 차량 도입, 장대레일 설치·개량 확대 및 공력 소음 대책 설계 등을 통해 철도

운행 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차량 도입 : 2014년 230대, 2015년 150대 도입예정

 장대레일 설치 : 2013년 33.7km, 2014년 29.9km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 소음·진동관리

철도교통 소음 기준

철도는 오염물질 배출과 대수송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운행 특성상 소음·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철도소음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진동 관리기준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소 음 (Leq㏈(A)) 70 60

진 동 ( ㏈ ( V ) )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소 음 (Leq㏈(A)) 75 65

진 동 ( ㏈ ( V ) ) 70 65

✽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속열차 소음기준

지역구분
기준(Leq㏈(A))

시험선 일반선 개통후 15년후

주   거   지   역 65 63 60

산업 및 상업지역 70 68 65

✽ 출처 : 2004년 4월부터 상업 운영된 고속철도 건설시 특별 기준 적용

 방음터널

지면위 낮

소음한도

최고치예상층 밤

[소음도 ㏈(A)]

58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61

58

61

58

최고치예상층 낮

62 62 62

59

지면위 밤

57 57

55

 저소음철도차량

 장대레일 설치

주거지역

시험선 일반선 개통후 15년후

산업 및 상업지역

65
70

63

68

60
65

 철도교통 소음측정망

75

70

65

60

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등



Prologue       환경을 중시하는 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      자연을 사랑하는 철도     함께하는 철도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experience

KORAIL은 대표적인 친환경기업으로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나눔을 실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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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프로보노 활동

KORAIL은 환경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와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보유자를 멘토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NGO단체에 기술지원 컨설팅, 무료교육 등의 환경전문기술 나눔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물론 영세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환경프로보노 운영 프로세스

함께하는 철도 | 환경 프로보노 활동

나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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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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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프로보노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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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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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단(3) :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본부·정비단 추진단의 우수한 활동을 사회 환원 기여도 및 추진노력으로 평가하여 사장 표창을 수여함 

으로써 동기부여와 환경 프로보노 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환경 프로보노 주요활동

 중소기업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00산업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폐수처리 방법, 수질검사 등 수질관리 컨설팅

00화학 사업장 에너지 손실요인, 폐열 회수 및 이용 방안 등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00중공업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관리방법, 전기에너지 절약 진단 컨설팅

00ENG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관리방법, 사내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00산업개발(주) 사업장 수질관련 공사 설계 자문 및 환기시설 설치, 실내공기질 개선 컨설팅 

00산업(주) 사업장 소음민원 대응, 대기분야 환경기술 및 관정, 용수 등 수질분야 자문

 사회적 기업 및 기타

 대상기업(기관) 활동 내용

00아동센터 에너지 절약 실천, 폐기물 재활용,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 등 교육 지원

00초등학교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후변화 교육 및 가정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교육 지원

00초등학교 자원 재이용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 빗물 재이용시스템 등 현장교육 지원

00 센터 사업장 폐기물 관리, 위험요인 개선 등 환경오염원 배출 감축 자문

00임대산업(주) 사업장 에너지 낭비개소 개선 자문 및 전기에너지 절약 진단 컨설팅

00임대산업 사업장 에너지절약 방법, 전기시설물 불안전요소 환경개선 컨설팅

 수질관리 컨설팅  폐기물 처리 컨설팅  녹색생활 실천 교육  신·재생에너지 체험

 주요 활동 범위

환경시설
(수질·폐수·폐기물·대기) 

컨설팅

친환경
교육자문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

환경캠페인 
지원

수요파악·홍보

프로그램 구상 및 모집, 

오리엔테이션

접수·사전인터뷰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매칭·진행

적정 프로보노와 매칭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종결·평가

활동일지 작성
피드백 및 환류

 홈페이지 ON-LIN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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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트너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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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철도 | 환경 파트너쉽 구현

환경 보전활동

KORAIL의 철도역사 및 광장은 지역행사 장소로 제공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되고 있으며, 특히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국가 행사를 지원함에 따라 “철도역은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품격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환경보전행사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청결한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간 인원참여(명) 수거량(톤)

명절연휴 쓰레기 수거 설·추석 연휴 11,866 412.8

국 토 대 청 결  운 동 3.24 ~ 3.31 8,672 52.4

합            계 연     중 20,538 465.2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활동

KORAIL은 지역사회, NGO 단체와 연계하여 환경보전활동 전개 및 환경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각종 

환경 캠페인 등 전사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연  계  기  관 활동 내용

산림청, 기상청, 환경청, 지자체,  

녹색시민사회네트워크, 지역주민 등

단체숲 가꾸기 정화활동, 국립공원 자연정화활동, 하천 환경정화,  

시민공유 꽃단지 조성, 1사1산1강 가꾸기 운동, 재활용 물품 기증 및 지원, 

녹색명절 만들기 캠폐인,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국토대청결 운동                명예환경감시원교육           환경전시회(천안역)           KORAIL 그린스쿨 운영

지역사회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철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절연휴 쓰레기 수거 

국토대청결 운동 

 환경보전활동 결과

11,866명

8,672명

412.8톤

52.4톤

 주말농장(이원성역)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협약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업무협약

 지구사랑 환경사랑 체험 그린스쿨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에 참여(2011~2014)하여 

대외 환경우수 기관과의 교류, 선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가족주말농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자녀들의 영농학습 기회 등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주 1회 야근 없는 날 및 차량 5부제, 

한달에 한번 승용차 없는 날(두발

로-Day) 행사, 삼진아웃 적용 차량

요일제, “지구를 위한 시간, Earth 

hour” 행사 , 노사가 함께하는 매주 

Clean day 시행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지자체, 

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 산림청,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탄소포인트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환경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그린스쿨

KORAIL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친환경 에너지 체험위주로 에코버튼 

만들기, 태양광 에너지 체험, 자전거 

발전기 등 다양한 녹색환경 프로 

국민의 숲(단체의 숲) 가꾸기에 나무심기, 산지 정화 작업, 자연보호활동 및 계몽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린포인트제 가입을 통하여 국립공원 등 범국민 환경정화 활동 참여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교육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에너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착한 

철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 환경네트워크와 연계한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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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녹화사업

KORAIL은 방음림조성, 방음벽 녹화 사업, 친환경 철길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철도이용고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추진현황

 선로변, 역 광장 도시 숲 조성사업 

사      업      명 
2013년 2014년

개   소 식수 그루 개    소 식수 그루

수 림 대  조 성 88 445,312 54 399,465

방 음 벽  녹 화 2 3,906 2 3,962

꽃단지 조성 (본) 307 11,563,862 206 7,441,369

합                계 397 12,013,080 262 7,844,796

 철도변 수목관리 현황

개소 조경수 전정 생울타리 전정 덩굴제거 화단정비 기타

623 55,310주 45,485m 138,600m 73,000㎡ 113식

✽기타(식) : 고사목 제거, 병충방재, 화분배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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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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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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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철도 | 철도 녹화사업

친환경 철길 조성

KORAIL은 2010년부터 환경친화적인 푸른철길 가꾸기 등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약 50만 그루의 

수목을 선로변에 식재하고 있으며 약 300여개의 명품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방음벽녹화 사업 

이러한 KORAIL의 노력으로 철도소음 저감효과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여행 환경 제공 등 녹색철도 여행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녹색공간의 창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자연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4년 기관별 녹화 참여 실적

여의도 면적

228,401㎡
철도부지 녹색공간 조성 면적

296,922㎡  연간

1.3배 

수림대 조성 방음벽 녹화 꽃단지 조성 

54개소
2개소

206개소

399,465식수 

6,962식수

7,441,369 식수

민간기업
10%

철도공사

33%지자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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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문화 확산

KORAIL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녹색강국 그린 코리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녹색제품 구매확산, 녹색소비 문화정착 및 촉진을 실천하는 등 공공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실천

KORAIL에서는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적극적인 녹색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규*에 반영하여 녹색구매 활성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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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시스템 체계

녹색소비 홍보

KORAIL은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역사 전광판 및 객실내 모니터를 통해  

그린카드 발급 홍보 등을 시행하여 범국

민적 녹색소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녹색소비 확산

KORAIL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간부 

급의 녹색리더를 양성하여 구매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녹색건설자재 

정보지 배부를 통한 각종 공사시 활용  

활성화, 녹색제품 생산업체 견학 및 판로 

지원 컨설팅,녹색제품 체험 및 교육 등  

전사적으로 녹색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철도 | 녹색소비 문화 확산

녹색제품 구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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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KORAIL은 분기별로 전사 녹색구매 

실적 분석, 촉진을 활성화하여 녹색소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 현황

구    분
실     적 

비   율 (%)
총구매(백만원) 녹색 상품구매(백만원)

2012년 10,575 9,614 90.91

2013년 9,581 8,728 91.10

2014년 8,984 8,678 96.59

 전광판 홍보                  그린카드 홍보

 그린리더 양성                         녹색제품 체험

 녹색제품 구매 프로세스

√  관련사규

●  철도환경관리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예산집행지침 내에 녹색구매 반영 등

환경부 : 총괄관리

조달청 : 구매지원

정보제공

실적협조

구매계획

실적제출

조달실적

제공

구매지침

시달

구매계획 

실적제출

정책방향 시달 및 

관리감독

정보제공 및 

구매지원
조달구매

요청

구매촉진

정책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책지원

한국철도공사 : 구매이행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평가

정보제공 및 

실적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및 

인준기준개발

녹색구매 및 실적제출

녹색제품 구매

No

No

일반상품 구매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 확대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대

미구매사유압력

상품 구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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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테이션 조성

역사주변 환경 개선으로 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관개선(화본역)          경관개선(신경주역)           녹색테마 광장 조성          아름다운 화장실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예약/결제/발권을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도록 ‘KORAIL 톡’ 앱을 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모달 & 모달시프트

KORAIL에서는 철도와 다른 수송 수단을 연계하는 인터모달 시스템을 통하여 교통분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물류 MOU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와 저탄소 철도 물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물류를 철도물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테이션 서비스

KORAIL은 철도역을 아름답게 꾸며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철도 인프라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여행레저 문화를 창출해 인적 가치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계교통망 구축

철도역사에 친환경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철도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수송 연계교통망  One-stop Service

 부산신항 철송장           컨테이너 전용화차             자전거주차빌딩(광주역)     자전거주차빌딩(서대전역)

.

함께하는 철도 | 그린스테이션 서비스 

철도는 미래형 교통수단 입니다.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지금까지

앞으로는

자택 차 목적지

자택 버스
역사 역사

버스 목적지

철도편리성 확충

교통광장 조성, 급행 전동차 확대 운영, 열차 운행의 탄력적 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KORAIL(MTB) 열차 운영
자전거 경사로 설치, 경춘선 전동차 자전거 보관공간 설치

연계수송의 다양화

공항철도 직결운행, 택시승강장 확대, 카셰어링(YOUCAR)서비스
주차장 건설 및 증축

고객수송

연계교통망

√ 철도화물 수송분담률 확대의 효과

●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이 1% 증가 시 

마다 연간 6,000억원의 기업물류비 

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갖습니다.

녹색공간 확보
(역사 리모델링)

스마트한 서비스
(스마트폰 발권,
철도앱서비스)

인터모달&모달시프트
(도로물류 ⇢ 

철도물류 전환)

연계교통망 구축
(교통광장 및 자전거 

주차장 빌딩)



대한민국의 푸른내일은  

레일 위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과 물류 인프라 건설,

철도 중심 모달시프트 실현에서

기차와 역사 등 녹색 인프라를 통한 생활문화 창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철도가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향해 가야 할 푸른미래, 푸른내일의 길

여기 철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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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IL의 환경경영, 대외 수상이력

KORAIL의 차별화된 친환경 경영의 결실로써 대외적인 칭찬과 격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게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푸른내일을 향한 열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11년

11. 04.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11. 17.   제33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에너지절약유공 국무총리 표창

11. 24.   제2회 우수방음 시설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우수방음시설 유공 환경부장관상

2012년

11. 26.   제3회 우수방음 시설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우수방음시설 유공 환경부장관상

2013년

08. 30.   제1회 환경정보 공개 대상 유공 환경부장관상

10.  07.   제3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기관부문 유공 기후변화센터이사장상 수상

10. 08.   2013년 공공기관 녹색구매 우수사례 보고대회 유공 환경부장관상

11.  04.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수상

2014년 

10. 21.   2014년 대한민국 친환경 경영부문 환경부장관상 수상

11. 19.   2014년 대한민국 에너지절약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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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KORAIL!
KORAIL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정보 전달을 위해 환경경영에 관한 

경험들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KORAIL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굳게 믿으며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00-72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Tel 042-615-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