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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2006년부터 매년 환경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올해 10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대표적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녹색교통을 선도하며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하는 코레일의 노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본고서는 코레일의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음의 국내 지침 및 국제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의 환경범주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코레일 본사, 지역본부, 부속기관 등 모든 

사업장의 환경경영 정보 및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는 최근 3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정성적인 성과 및 보고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별도로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온실가스·에너지 정보 검증

본 보고서에 작성된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데이터는 매년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완료한 데이터이며, ‘ 2016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에 대한 검증의견서는 p74에 있습니다.

 

보고서 배포 및 피드백

본 보고서는 코레일의 환경경영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직원, 정부기관, 

지역단체, 고객, 협력업체, NGO 등에 우편배포되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의 

「열린경영 > 환경경영 > 환경경영보고서」에서 PDF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korail.com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전    화 042-615-3492

팩    스 02-361-8277

담당부서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실 환경시스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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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하며 지구촌 곳곳이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에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파리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인 철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국내외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1899년 첫 기적을 울린 경인선부터 2004년 시속 300km의 벽을 넘어 

지금까지 118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국민의 발로 성장해 왔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사로서‘친환경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전기 철도차량 도입 확대, 환경영향시설의 중점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원천 차단, 임직원에 대한 환경 교육과 꾸준한 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운송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국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철도시설 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경영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코레일은 소비자가 직접 뽑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을 5년 연속 수상하였고, 2016 CDP Climate Change 탄소경영 

특별상 2년 연속 수상, 환경부 주관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경영노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국내외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전사적으로 배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더 나은 삶과 내일을 만드는 

최고의 친환경 운송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7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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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발자취

1899 경인철도 첫 운행

1905 경부선 개통

1946 조선해방자호 운행(경부선 14시간)

1963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1974 수도권전철 개통

       (서울-수원, 구로-인천, 용산-성북)

1979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1980 국산 새마을호 운행

2004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2005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7 KTX 이용고객 1억 명 돌파

첫 기적소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어 고속철도 시대와 공사 출범

1899 197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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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 운행

2008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및   

UIC 정례회의 개최

2009 간선형 전기동차 누리로 운행

2010  KTX-산천 운행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경전선 KTX 영업개시

2011 전라선 KTX 영업개시

2012  KTX 이용고객 3억 명 돌파  

경춘선 준고속열차「ITX-청춘」운행

2013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남도해양열차「S-train」운행

2014 평화열차「DMZ-train」, 「ITX-새마을」운행

2015  서해금빛열차「West Gold-train」   

정선아리랑열차「A-train」운행   

호남고속철도 개통, KTX 이용고객 5억 명 돌파

2016  수인선(송도-인천) 광역전철 2단계 개통  

경강선(판교-여주) 광역전철 개통  

동해선(부전-일광) 광역전철 개통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전국 고속철도 시대 국민행복 코레일로

2007 2010 2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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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소개

기업개요 
코레일은 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을 시작으로 축적된 118년 간의 

철도운영 전문성과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철도운영 공기업입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업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설립일 1899년 9월 18일(한국철도공사 출범 2005년 1월 1일)

설립목적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본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이사 홍순만

조직 본사 7본부, 6실, 5단, 62처 /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24개 부속기관

총자산 18조 5,129억 원

매출액 5조 6,936억 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1,216억 원 / △ 2,265억 원

임직원수 정원 27,874명 / 현원 26,395명

시설 및 수송현황

 차량현황 

16,941량
KTX  1,420량

동차  2,954량 

기관차  483량

화차  11,031량 

객차·발전차 1,037량

디젤기중기  16량

1일 평균 

수송실적

여객 352.2만 명

화물 8.9만 톤

2016.12.31. 기준

5조 6,936억 원

1,216억 원

영업이익

총매출액

* 일반 및 재무정보 : 2016.12.31. 기준(K-IFRS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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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거리 

3,917.8km(총 96개 노선)

전철거리 : 2,807.5km(71.7%)

철도거리

2016.12.31. 기준

조직현황
사 장

전략기획실

상임감사위원

비서실연 구 원

홍 보 실

언론홍보처   브랜드경영처

감 사 실

감사기획처
행정감사처

경영감사처
청렴조사처

사업소 

239개

승무  38개

시설건축  82개  

차량  29개

전기신호  90개

관리역  71개 

소속역  574개 

신호장  33개 

신호소 6개 

역

684 개

안전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여객사업본부

지역본부(12개)

물류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사업개발본부 기술본부

정보기술단

특별동차운영단

물류사업단 해외사업단

철도교통관제센터

회계통합센터

철도차량정비단

시설장비사무소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고속철도시설사무소

고속철도전기사무소

인재개발원

안전계획처
안전관리처

안전조사처
비상계획처

광역계획처
광역영업처

교통시스템처
광역수송처

물류계획처
물류영업처

물류개발처 사업기획처
역사개발처

역세권개발처

경영관리처
경영기획처
예 산 처

정보기획처
국제협력처
환경경영처

여객영업처
CRM처
영업지원처

고객서비스처
영업개발처

재무회계처
자금원가처

물자관리처
계 약 처

재무관리실

차량계획처
고속차량처

일반차량처
전동차량처

차량기술단

시설계획처
선로관리처

토목시설처
건축시설처

시설기술단

전기계획처
전 철 처

정보통신처
신호제어처

전기기술단

관 제 실

경영인사처 승 무 처안 전 처 차 량 처영 업 처 시 설 처 전 기 처

법 무 실

관광사업단

여객전략단

경영평가실

운전계획처
수송조정처

운전지원처

운전기술단

총 무 처
인사기획처
인사운영처

노사협력처
복지후생처

인사노무실

여객운영단

기획조정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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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
코레일은 사업을 특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계열사간   

사업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룹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 현황
코레일은 해외 선진철도의 정책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해외주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사업내용 정원(명) 자본금(억 원) 매출액(억 원) 지분율(%)

코레일유통(주) 상업시설 운영, 광고매체 운영 377 60 2,705 100.0

코레일로지스(주) 철도연계 물류사업 101 77 507 92.1

코레일관광개발(주) 관광레저, 유통·승무사업 984 40 603 51.0

코레일테크(주) 선로·전기 시설관리, 철도차량 보수 58 19 472 97.3

코레일네트웍스(주) 역무관리, 고객센터·주차장 운영 1,286 72 813 89.5

2016.12.31. 기준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프랑스 주재

철도 운영주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철도정책, 서비스, 경영전략 등의 정보 조사 및  

수집ㆍ분석

효율적인 외자 구매물품 조달 지원

SNCF와 기술교류 및 훈련교섭 지원

1

2

3

4

중국 및 동북아 철도 운영정보    

조사 및 수집ㆍ분석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화권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마케팅 추진

중국 주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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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가치체계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방안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영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방향을 

확정하여 국민의 행복과 환경보호 그리고 철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CEO Message

코레일 발자취

코레일 소개

주요사업 소개

2016 KORAIL HIGHLIGHT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북ㆍ대륙철도 연결과 철도 중심의 신성장사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창조에 기여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

전략방향

2021년 경영목표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안전운행서비스

1.073건/백만km

영업수익

70,011억 원

공기업고객만족도

A등급

부채비율

179.5%

다원사업매출액

3,530억 원(별도)

국민행복 코레일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과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이자 가치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lobal No.1 

수준을 넘어 무결점 안전관리 실현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제일 경영 정착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과 코레일형 창조경제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전방위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영업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부채감축 및 경쟁력 있는 공기업 실현

근본적인 조직혁신을 통한 협력과 열정의 기업 

문화로 대한민국을 선도

모든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철도서비스를 창조

철도가족과 국민이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열정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실현

안전우선

절대안전 

창조경영

흑자경영

조직혁신 

고객만족 변화도전

절대 안전체계 확립 최적 운송체계 구축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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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코레일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의 경영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교통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경영감독 및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CEO를 포함하여 철도현장에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전문가인 상임이사 7명과 교통계, 법조계, 경제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비상임이사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여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여성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핵심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 및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체계

이사회 운영 및 성과
이사회는 코레일의 경영, 정책, 환경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구조 완성’ 을 목표로 경영견제 강화, 

정책결정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 •구성 : 상임이사 7인, 비상임이사 8인 •개최 : 18회 •의결안건 : 33건

2016.12.31. 기준

이사회 (의사결정, 경영감독, 경영지원)

기획재정 소위원회

경영목표, 조직, 예산 등

정책수립 관련사항

•구성 :  비상임이사 4인   

(손봉균, 주영은, 이영근,

         안진홍), 상임이사

감사위원회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구성 :  비상임이사 2인   

(주영은, 안진홍),   

상임감사위원

사업 소위원회

신규사업, 영업·수송정책,

안전 등 사업운영 관련사항

•구성 :  비상임이사 4인   

(조석홍, 김영자, 황영일,

         김무환), 상임이사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

홍순만 사장

임영호 상임감사위원

유재영 부사장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

황승순 여객사업본부장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

정인수 기술본부장

조석홍 (現)울산대 교수

 (선임비상임이사)

손봉균 (前)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김영자 (前)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공동 대표

주영은 (前)연세대학교 정경대학장

이영근 (前)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진홍 (現)대성회계법인 회계사

황영일 (現)법률사무소 연우 대표변호사

김무환 (前)충청남도 부여군수

이사회 구성

비상임이사 참석률 구분 2014 2015 2016

이사회 개최횟수 (회) 12 12 18

의결안건 (건) 40 33 33

보고안건 (건) 16 16 15

사전심의율 (%) 100 100 100

수정의결안건 (건, %)   2(5.0) 8(24.2) 3(9.1)

이사회 참석률 (%) 94.1 93.3 93.7

비상임이사 여성 비율 (%) 13.3 13.3 7.1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 69.0 70.1 69.6

95.8

2014 2015 2016

93.5

94.8

참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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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소개

코레일은 철도여객·화물 운송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철도차량·장비의 제작·  

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수송량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
코레일은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를 

포함하는 여객수송 및 관광사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KTX는 전국 반나절권 

국민생활을 주도하면서 2015년 누적승객 5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여 2015년에는 전국 

5대 관광벨트(중부내륙벨트, 남도해양벨트, 평화생명벨트, 강원청정벨트, 서해골드벨트)를 

완성하였으며, 매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CEO Message

코레일 발자취

코레일 소개

주요사업 소개

2016 KORAIL HIGHLIGHT

고속열차 KTX 일반열차 관광열차

고속열차(KTX), 일반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관광열차

 여객영업거리 : 3,697.9km 

 1일 열차운행횟수 : 571회

 1일 평균 수송량 : 37만 명

 1일 평균 매출 : 7,337백만 원

2016년 주요실적 (연간 열차운행거리 : KTX 35,942천km, 일반 및 관광 32,623천km)

사업내용

단위 : 억 원, 천 명

매출액 (억 원)

수송량 (천 명)

고속철도운행구간    

일반철도운행구간

주요성과

철도 노선도

2014 2015 2016

21,895

134,441

24,418

26,583

135,494
135,532

O-train V-train S-train DMZ-train West Gold-trainA-train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21,895 24,418 26,583

수송량 134,441 135,494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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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사업
코레일의 광역철도사업은 1974년 8월 경부ㆍ경인ㆍ경원선의 74.1km 개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개통 당시 47개역에서 하루 296회의 전동열차가 20만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43년이 지난 현재 전철역의 수가 261개역으로 5.6배 증가, 1일 열차운행횟수는 2,544회로 

8.6배 증가, 1일 이용객은 316만 명으로 15.8배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의 최대 운영자인 코레일은 총 14개노선(경부ㆍ경인ㆍ경원선ㆍ장항선(1호선), 

일산선(3호선), 과천ㆍ안산선(4호선), 분당선, 경의ㆍ중앙선, 경춘선, 수인선, 경강선, 동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신설노선의 계속적인 확충과 전동열차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국내 최초 2층형 

도시간 급행열차인 ITX-청춘의 혁신적 도입 등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광역철도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억 원)

수송량(천 명)

주요성과

2014 2015 2016

7,767

8,284

9,342

1,135,165
1,140,393

1,153,544 광역전철(14개 노선, 261개역), ITX-청춘(용산~청량리~춘천)

 여객영업거리 : 618.2km

 1일 열차운행횟수 : 2,544회

 1일 평균 수송량 : 315.2만 명

 1일 평균 매출 : 2,522백만 원

2016년 주요실적 (연간 열차운행거리 : 40,294천km)

사업내용

단위 : 억 원, 천 명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7,767 8,284 9,342

수송량 1,135,165 1,140,393 1,153,544

경부, 경인, 경원, 

장항선 

일산선 과천, 안산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ITX-청춘

주요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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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
철도운송을 기본으로 하고 창고업, 하역업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6대 권역의 

106개역에서 철도수송에 적합한 전략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수송수요를 반영한 열차운행 등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도 물류는 에너지 고효율의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단위 에너지 소비량과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물자동차 대비 각각 1/4, 1/13에 불과하고, 교통체증이 없으며, 눈ㆍ비 등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전천후 안전수송 수단입니다.

다원사업
다원사업은 철도역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사업으로 철도와 연계한 자산개발, 관광 및 해외 

사업을 포함하며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 회의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합역사개발을 통해 고객편의시설 개선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맛집 같이 역사내 차별화된 상업공간을 개발하여 

유통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사업에서는 기존 중고차량 수출 위주에서 컨설팅, 철도 운영유지보수(O&M)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1,860 1,885 1,912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3,694 3,650 3,156

수송량 37,379 37,094 32,555

단위 : 억 원, 천 톤

매출액 (억 원)

주요성과

2014 2015 2016

1,860

1,885

1,912

매출액 (억 원)

수송량 (천 톤)

 주요성과

2014 2015 2016

3,694
3,650

3,156

37,379
37,094

32,555

철도운송, 보관창고업/하역업, 내륙운송(셔틀), KTX-특송/택배제휴사업

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자산개발사업, 관광사업, 해외사업

 화물영업거리 : 3,064.3km

 1일 열차운행횟수 : 262회

 1일 평균 수송량 : 8.9만 톤

 1일 평균 매출 : 864백만 원

 임대사업 546억 원

 유통사업 651억 원    

 광고사업 234억 원

 주차사업 100억 원

 해외사업 27억 원

 기타사업 354억 원

2016년 주요실적 (연간 열차운행거리 : 17,410천km)

2016년 매출액

사업내용

사업내용

CEO Message

코레일 발자취

코레일 소개

주요사업 소개

2016 KORAIL HIGHLIGHT

철도수송 품목별 분담률

단위 : % 

시멘트 

41.4

컨테이너 

26.1

석탄 10.2

철강 7.1

유류 2.3

기타 12.9

지역특산물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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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노력을 펼친 결과 

1,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000억 원대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년 연속 1,000억대 흑자달성

1973년 운행을 중단했던 수인선(송도~인천)  

광역전철이 43년만에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KTX에 콘센트와 USB 혼합형 콘센트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소형 전자

제품 충전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 편의성을 개선

하였습니다.

KTX, 혼합형 콘센트 설치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턴사원 공개모집 결과 

700명 선발에 16,998명이 접수하여, 24.3: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턴사원 경쟁률 역대 최고 달성

2016 KORAIL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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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코레일 발자취

코레일 소개

주요사업 소개

2016 KORAIL HIGHLIGHT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 구분없이 

원하는 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X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지역간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역, 용산역 구분없이 KTX 이용

코레일 누리집과 철도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EMU)’의 외부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으며, 

새 디자인 고속열차는 2020년 이후 운행될 예정 

입니다.

국민이 선정한 고속열차 디자인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20분 내에 연결하는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광명역 셔틀전동차도 

증편해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사후면세점,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이동하는 리무진을 운영해 공항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KTX 광명역 수도권남부의 
교통허브역!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 

증대 및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경강선 판교~여주 구간 복선전철 
개통



코레일은 환경경영 추진체계 정립, 효율적 조직 운영 등 

친환경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 현황 22

환경경영 전략 24

환경운영 시스템 26

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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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 운영방침 

코레일은 대표적 녹색교통인 철도운영의 선두기업으로 선진철도기관 및 산업별 최고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자 4가지 환경경영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환경관리, 친환경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환경보존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산업의 친환경성 향상에  

노력합니다.

  녹색제품 사용으로 사회적ㆍ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 강화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로  

환경 신뢰도를 높여 기업이미지 향상국제기후협약에 따른 환경규제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동향 및 기후변화 이슈대응을 

위한 대내ㆍ외 활동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NGO 및 지자체와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기업의 환경 신뢰도 향상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및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

배출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환경관리에 힘씁니다.

  각종 오염 배출 규제 강화 및 자원 

재활용 극대화

  사전적ㆍ예방적 관리를 통한  

Risk Zero화

둘

넷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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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운영조직 

코레일은 환경경영 운영방침의 원활한 수행 및 체계적인 환경운영·관리를 위하여 본사에 

환경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현업인 지역본부, 물류사업단, 차량정비단 및 부속사무소에 있는 

약 70여 명의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 및 외부 관계기관과의 업무소통 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환경기술인

수질 대기 폐기물

본부장 1명

팀장 1명

에너지 담당 1명

처장 1명

환경운영 담당 1명

지역본부(12개)

소장 1명

환경운영·에너지 담당 1명

팀장 1명

부속사무소(11개)

단장 1명

부장 1명

환경운영 담당 1명

에너지 담당 1명

처장 1명

팀장 1명

차량정비단(4개)

단장 1명

환경운영·에너지 담당 1명

팀장 1명

물류사업단(6개)

본사(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실장1, 처장1, 부장2, 기획부4, 운영부3

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 전략

환경운영 시스템

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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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추진 및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

코레일은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을 위하여 환경경영 정착 및 기후변화 적응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3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다음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중장기 전략 

목표와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추진체계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 관리 고도화 대내외 고객만족

1 2 3

온실가스 목표관리
 체계 강화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반 조성

토양오염 예방·대응·관리 
체계 구축

역사 및 열차내 쾌적한 
환경 조성

탄소경영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실효적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

환경사랑 나눔 활동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용 합리화

소음관리 강화 및 신 환경
규제의 효과적 대응

환경 역량 강화

비전

목표

3대 전략

12대 과제

환경경영 정착 및 기후변화 적응 기반 마련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

환경경영 전략

환경경영 추진 로드맵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530,129톤 CO2-eq)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582,237톤 CO2-eq)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639,508톤 CO2-eq)

*  기후변화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경영체계 구현

*  철도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  탄소배출권 거래(2차 기간) 
참여 대비 환경 경영 강화

  - 환경정보시스템 검증
  - 에너지미터기 단계적 도입 

*  친환경 사업 추진
  -  기술개발사업 비교·경쟁을  

통한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및 설계
  - 태양광, 풍력, 지열 등

*  새로운 환경규제(빛공해,  
전자파 등)대책 수립

*  환경비용 관리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고도화

*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및 
환류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목표 달성

  -  철도차량 에너지소비량  
측정 및 분석

* 친환경 시설 확충

* 신재생에너지 시범 설치
  - 3MW급 태양광 발전설비

*  철도분야 신 환경규제   
매뉴얼 작성

*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체계
  확립

*  기후변화 적응 2차 대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사업 발굴 및 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경영 확대

*  환경경영 통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설치  
확대 검토

목표

실행 과제

단기

(2017~2019)

중기

(2020~2022)
장기

(202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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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

기후변화 종합대응 및 환경경영 확대로 친환경 철도 이미지 구현

노사협력처
복지후생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대응

배출권 거래제 참여로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에너지 절약

신 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기후변화 종합대응

노사협력처
복지후생처

지속 가능한 녹색경영 추진

친환경 사업 발굴 및 시설 확충으로 

리스크 최소화

새로운 환경 규제(빛공해, 전자파 등)

대응책 마련

환경 개선 활동 지속 추진

환경인프라 확대

전략 목표

실행 과제

세부실행 과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량 (톤 CO₂-eq)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70,813
172,343

186,973 188,962
193,331

199,944

206,557

213,169
219,782핵심성과 지표

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 전략

환경운영 시스템

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

친환경사업 발굴 및 시설 확충

고강도 에너지 절약

새로운 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환경개선 활동 지속 추진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철도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리체계 구축

• 녹색경영시스템 도입 준비 (2017-2018)

•녹색경영시스템 확대 적용 (2019-2025)

•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

• 친환경사업 발굴 (2017-2018)

•친환경시설 확충 (2019-2025)

• 철도차량의‘에너지 미터기’단계적 도입

• 빛 공해 및 전자파 등 신환경규제 대책 수립 (2017-2018)

•철도분야 매뉴얼 작성 및 관리 강화 (2019-2025)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확대사업 지속 추진

• 환경시설 개량 및 신설 등 투자사업 확대, 환경관리 전문가 육성  
(2017-2025)

1. 기후변화 종합대응

2. 환경인프라 확대

세부실행 과제별 

주요내용
세부실행 과제

세부실행 과제

세부실행 과제 주요내용

세부실행 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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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 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코레일은 환경자원·시설·투자·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한 환경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및 ERP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환경경영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한 환경이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 등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활동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

(환경활동 등록, 활동평가, 대내외 정보공개, 지속가능 평가 대응 등)

ERP 시스템(KOVIS)과 통합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소음/진동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량 관리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환경성과평가 지표 설정

 녹색제품 정보 관리

 차량, 시설 등 설비 관리

 물품 구매관리

 각종 문서관리

 업무처리 시스템

 재무회계 관리

 시설 자재관리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기초 정보

환경지도 컨설팅
코레일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환경시설물의 유지보수운영 노하우 전파 등 현업소속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소속에 

대하여 환경지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업의 취약개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요청 시 

분야별 담당자가 참여하는 ONE-STOP 환경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수도권서부·수도권동부본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부권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호남권

  전북·광주·전남본부,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영남권

  대구·부산경남본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영동권

  강원·충북·경북본부

환경멘토링 지정권역

환경지도 컨설팅 현황

컨설팅

정기지도 컨설팅

연 2회

특별지도 컨설팅

현안발생 시

멘토링

연 4회
(분기 1회)

경영진

소속기관 본사

시행 및 개선·시행 조치

우수사례 공유 및 모니터링

현업소속 활동지도·컨설팅 요청

개선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

활동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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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 전략

환경운영 시스템

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환경전문인력 양성

코레일은 최신의 환경기술·정보공유, 환경보전과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등 지속적 발전의 환경경영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환경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12.31. 기준

2016.12.31. 기준

환경교육 현황

환경 전문인력 현황

구분 형식 주요내용 대상자
과정수(수료인원)

2014 2015 2016

자체

교육

집합
녹색환경관리, 환경정보등록 관리,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등

환경업무 

담당자

3회

(287명)

3회

(110명)

4회

(107명)

OJT 환경보전 의식 및 관리능력 배양 소속 전 직원 전 직원 전 직원 전 직원

외부기관

교육
집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전문가 양성, 

환경행정 실무 및 각 분야별 법정 교육 등

환경업무 

담당자

6회

(40명)

16회

(130명)

15회

(123명)

자격명 보유수(개) 자격명 보유수(개)

토양환경기술사 1 토양환경기사 4

대기환경기사 22 대기환경산업기사 39

소음진동기사 15 소음진동산업기사 1

수질환경기사 39 수질환경산업기사 37

폐기물처리기사 19 폐기물처리산업기사 31

환경기능사 11 기타 환경관련 3

기술사 / 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14

19

22

15

39

100명

산업기사 / 기능사 / 기타 환경관련

환경기능사

기타 환경관련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31 39

37

122명

11

1

3

인재개발원

단위 : 개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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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환경사고 예방과 대응

코레일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사고      

예방·비상대응 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환경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제작, 

비상대응 훈련 시행 및 사고사례 교육 등을 통한 환경사고 예방으로 현재까지 환경사고 

ZERO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물 수송차량 탈선, 유출, 화재 대비 훈련

환경사고 예방 훈련

환경사고 예방 체계

야간 / 휴일

불안요인 제거 등 환경점검 강화

 정기적 환경교육 시행

  환경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소속별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환경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환경성과 평가 시행

  환경지도사 지정 및 환경컨설팅 시행

  현업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 및 One-Stop   

환경컨설팅 추진

  친환경 사업장 구축

  매년 자체점검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환경 불안전 요인 제거 등을 통한 환경사고 예방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영업, 차량, 시설, 전기, 건축분야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고 복구,  

분야별 책임자 지정

 정기적 비상대응 훈련 시행

 비상용품 적재적소 비치

  관할지역 내 환경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 방제용품 지원 등

환경사고 ZERO, 환경보전 강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구

환경역량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환경비상 대응 체계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경영처장)

소속기관장

(환경담당자)

관계기관 통보

(소방서, 지자체 등) 소속기관 당직실

역, 사업소

당직근무자

본사 당직실

급보 필요 시

급보 필요 시

보고

필요 시

역장, 

사업소장 등

환경사고 피해 확산 원천차단, 환경보존 체계 구축

행위자

(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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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 방지시설
코레일은 역, 사업소 등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폐기물, 수질, 토양, 대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준수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저감 프로세스 개선, 환경리스크 해결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철도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투자 
코레일은 2016년에 총 38건의 환경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813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의 개량 공사를 시행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 및 물 부족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폐기물 보관장 개량

폐수처리장치 개량

단위 : 건 ,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수질
건수(신설) 17(6) 9(3) 26(1)

금액 179 103 430

대기
건수(신설) 2(1) 3(2) 3(-)

금액 10 153 150

토양
건수(신설) 8(3) 14(2) 5(-)

금액 1,145 214 134

폐기물
건수(신설) 3(1) 4(1) 4(1)

금액 80 61 99

총합계
건수(신설) 30(11) 30(8) 38(2)

금액 1,414 531 813

813

총합계

환경경영 현황

환경경영 전략

환경운영 시스템

사고대응 및 인프라 구축

개선 전

개선 전(모래활성탄 여과기)

개선 후

개선 후(생물막 여과기)

단위 : 백만 원

수질

430

대기

150

토양

134

폐기물

99

[2016년 환경시설 투자금액]



코레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 등의 기후변화 이슈 

대응방안 모색,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 등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32

에너지  37 

수질  42

대기  44

폐기물  46

소음·진동 47

토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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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기구
코레일은 경영진이 참여하는 전사 및 각 소속별 ‘온실가스·에너지위원회 ’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경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에너지 경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개선 계획 및 추진과제 등을 심의·선정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주요정책 심의·의결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부사장

간사
환경경영처장

경영기획본부장

여객사업본부장

물류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기 술 본 부 장

기 획 조 정 실 장

인 사 노 무 실 장

재 무 관 리 실 장

열 차 운 영 단 장

차 량 기 술 단 장

시 설 기 술 단 장

전 기 기 술 단 장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에너지 위원회 활동 실적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주요기능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제도 개선,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철도  

구현과 관련한 사항

2014

2

2

5

90

2

1

4

80

2

1

6

85

2015 2016

개최횟수(회)

보고안건(건)

의결안건(건)

참석률(%)

온실가스·에너지 주요실무 심의·의결

온실가스·에너지 실무 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간사
환경기획부장

본사 각 본부·실·단의 각 처장

소속의 온실가스·에너지 주요이슈사항 심의·의결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소속기관의 장

간사
경영인사처장

소속기관 각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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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온실가스 목표 관리
코레일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운전용에너지와 철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되며, 전국 사업장(27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및 분기별 피드백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에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별 사용 데이터 입력,
내부 자체 피드백

전기철도차량 

일반전력(사옥, 역사 등)

일반전력(기계, 설비 등)

기계설비 연료

업무용자동차 연료

냉난방 연료

디젤동차, 디젤기관차, 특수차량

외부 검증

NGMS 
시스템 입력

전기사용량 기타사용량

철도운전용 경유 사용량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실적보고서 작성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12월)
이행계획서

제출

운영 프로세스

온실가스 인벤토리

열차운행계획
(여객·물류·광역)

생활전기
사용계획

냉난방 연료
사용계획

자동차 연료
사용계획

냉매 및 
절연 가스 등 
사용계획

온실가스
배출요구량

배출예상량
(BAU)설정

대정부 협상
(국토교통부)

업체별
감축률 확정

감축목표
(배출허용량)설정

배출허용량

설정(9월)

자체 온실가스
배출예상량 산정

자체 에너지
사용예상량 산정

배출예상량

산정(6월)

내·외부 검증
명세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

명세서 및 실적

보고서제출(익년3월)
명세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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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연도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현황
코레일의 2016년도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162.0만tCO2-eq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2010년도 배출량(167.9만tCO2-eq) 대비 약 3.5%를 감축한 

성과이며, 2015년도 배출량(165.5만tCO2-eq) 대비 3.5만tCO2-eq이 감축된 양으로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별 온실가스 배출량
코레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도차량 운전용 온실가스 배출과 내외부 

고객의 안전·편의시설 운용으로 인한 배출이 있으며, 이중 전체 배출량의 87%를 철도차량 

운전용 온실가스 배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동해선 및 경강선 개통 등 철도운행량 증가와 고객 안전·편의 시설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저탄소 전기차량의 확대 도입과 친환경 고속차량의 

운행 확대,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스템 연구개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단위 : tCO2-eq

단위 : tCO2-eq, %

구분 배출허용량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2014 1,960,581 1,639,366 321,215 16.38

2015 1,923,804 1,654,813 268,991 13.98

2016 1,900,962 1,620,307 280,655 14.76

구분
철도운전용 생활용

합계
전력 경유 전력 냉난방 자동차

2014 1,030,405 428,329 162,000 14,309 4,323 1,639,366

2015 1,069,248 385,431 174,079 21,576 4,479 1,654,813

2016 1,077,553 338,353 184,363 15,137 4,901 1,620,307

단위 : tCO2-eq[에너지별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2014 2015 2016

1,654,813

1,639,366

1,620,307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감축률

1,960,581

1,923,804

1,900,962

1,639,366

1,654,813

1,620,307

16.38%

13.98%

14.76%

배출허용량 (tCO2-eq)

배출량 (tCO2-eq)

2014

2015

2016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1,620,307

철도운전용 전력 1,077,553

철도운전용 경유 338,353

생활용 전력

생활용 냉난방

생활용 자동차

184,363

15,137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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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자체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
코레일은 열차운행 및 고객 편의시설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 기준 보다 더 강화된 자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철도 구현 및     

온실가스 감축 정부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단위 : tCO2-eq

구분 2018 2019 2020

예상배출량 2,270,191 2,462,901 2,489,099

배출목표량 2,097,848 2,275,928 2,300,137

감축목표량 172,343 186,973 188,962

2018 2019 2020

186,973

172,343

188,962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목표량 (tCO2-eq)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14 2015 2016

배출량 (천톤 CO2-eq) 1,459 1,455 1,416

환산차량키로 (백만 km) 1,777 1,802 1,764

운행거리당 배출량 (kg/km) 0.82 0.81 0.80

철도차량 보유현황 단위 : 량

구분 합계
전기차량 디젤차량

소계 고속 동차 기관차 소계 동차 기관차

2014 4,561 4,048 1,160 2,688 200 513 204 309

2015 4,713 4,220 1,380 2,640 200 493 201 292

2016 4,857 4,391 1,420 2,776 195 466 178 288

2014

2015

2016

4,048

4,220

4,391

513

493

466

전기차량 (량)

디젤차량 (량)

전기차량

디젤차량

2014 2015 2016

0.81

0.82

0.80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k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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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운영
코레일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2010년에 생활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대상으로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에 대중교통분야 참여가 유보되었으나, 향후 2차 계획기간

(2018~2020) 참여에 대비한 자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사전 경험 습득과 전사적 역량강화 및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연간거래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계
1거래 실적 
집계 기간

2거래 실적 
집계 기간

3거래 실적 
집계 기간

4거래 실적 
집계 기간

거래 1거래 2거래 3거래 4거래

2014 2015 2016

848
504

268

42,407

25,246

14,879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효과
단위 : tCO2-eq,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온실가스 감축량 42,407 25,246 14,879

감축에 따른 수익 848 504 268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감축에 따른 수익 (백만 원)

월별 사용량 추이를 반영한

거래기간별 할당량 부여 및 

실적치 집계

매 실적기간 종료 후

거래기간 내 거래소에

신청

거래실적 집계 및  

결과 공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프로세스

배출권 
부여

배출권 
거래신청

실적 및 결과 
공지

〉〉 〉〉
본사 사업장 책임부서 본사

기후변화 대응

배출

허용량

배출

허용량

초과
감축량

초과
배출량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A기업
할당량 > 배출량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판매가능

구매가능

배출권 거래제 개념

배출권 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⑤  주무관청 

   인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④ 적합성 평가 후

   배출량 인증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③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전문기관

대상기업

주무관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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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에너지 운영 개요 
코레일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정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응하며, 저탄소 

녹색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열차 운행체계 개편, 효율적인 차량운영계획 수립, 

LED조명 교체,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와 생활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풍력, 태양열 설비 등의 도입과 운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실적 관리
코레일은 연료별, 설비별 에너지 사용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별 에너지지킴이   

활동,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추진 및 전력 위기대응 훈련 등을 통하여 국가 

전력 위기상황 대응에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철도운전용 에너지와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차량 운행에서 

발생합니다.

단위 : TJ, %

구 분
2014 2015 2016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철도운전용

경유 5,508 18.1 4,956 16.0 4,351 14.2

전력 21,216 69.8 22,016 71.0 22,187 72.3

소계 26,724 88.0 26,972 87.0 26,538 86.5

생활용

전력 3,335 11.0 3,584 11.6 3,796 12.4

냉난방 262 0.9 371 1.2 284 0.9

자동차 62 0.2 64 0.2 68 0.2

소계 3,659 12.0 4,019 13.0 4,148 13.5

합 계 30,383 100.0 30,991 100.0 30,686 100.0

운전용경유 (TJ)

운전용전력 (TJ)

생활용전력 (TJ)

냉난방 (TJ)

자동차 (TJ)

2014

262

21,216

3,335

5,508
62

2016

68
284 4,351

3,796

22,187

30,991

30,686
30,383

2014 2015 2016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KTX

전기기관차

2015

64
4,956

3,584

22,016

371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소비량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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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 전기철도차량 확대

코레일은 주요 에너지 소비원인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의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고 대기오염 유발이 적은 고효율 

전기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전기차량

고속 1,160 1,380 1,420

동 차 2,688 2,640 2,776

기관차 200 200 195

소 계 4,048 4,220 4,391

디젤차량

동 차 204 201 178

기관차 309 292 288

소 계 513 493 466

연도별 철도 차량 보유 현황

전기차량(량)

디젤차량(량)

2014 2015 2016

513
493

466

4,048
4,220 4,391

[전기철도차량 전력사용량]

노선 2014 2015 2016

전력사용량 (MWh) 2,208,981 2,293,292 2,311,103

에너지소비량 (TJ) 21,216 22,016 22,187

전기주행거리 (천km·량) 1,353,693 1,421,223 1,430,309

단위운행당 전기 사용량 (kW/km·량) 1.63 1.61 1.62

철도차량 에너지 관리
코레일은 신설선 개통 등에 따른 철도 수송량 및 열차운행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 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철도차량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1일 운행열차횟수 (회/일) 3,103 3,143 3,377

수송량

여객 (천인) 1,269,606 1,279,376 1,289,075

화물 (천톤) 37,379 37,094 32,555

소계 (천인·톤) 1,306,985 1,316,470 1,321,630

수송실적

여객 (백만인·km) 39,941 40,344 40,735

화물 (백만톤·km) 9,564 9,479 8,414

소계 (백만인톤·km) 49,505 49,823 49,149

열차운행거리

디젤차량 (천km·량) 423,423 380,311 337,200

전기차량 (천km·량) 1,353,693 1,421,223 1,430,309

소계 (천km·량) 1,777,116 1,801,534 1,767,509

2014 2015 2016

1,801,534

1,777,116
1,767,509

2014 2015 2016

1,316,470

1,306,985

1,321,630

연도별 수송량

2014 2015 2016

49,823

49,505
49,149

연도별 수송실적

연도별 열차운행거리

수송량 (천인·톤)

수송실적 (백만인 톤·km)

열차운행거리 (천km·량)

단위 :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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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

2014 2015 2016

131,466

146,098

115,409

경유사용량 비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에너지 저장

회생 에너지가 저장됨

에너지 공급

저장된 에너지를 고속열차에 공급

[에너지저장장치(ESS)운용 및 발전량]

노선 설치장소 2014 2015 2016

경부고속선 용정구분소 3,377 10,890 77.33

일산선
원당변전소 115 118 120

백석변전소 118 113 132

단위 : MWh

열차운행 최적화를 통한 운전용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코레일은 승객수요 등을 고려한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ECO-Driving, 철도차량 최적 주유, 

화물열차의 최적운행, 탄력적 객차편성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등을 통하여 수송인원 

증가에 따른 열차 운행량 증가에도 대기오염 최소화,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젤철도차량 운전용 연료사용량]

노선 2014 2015 2016

경유사용량 (㎘) 146,098 131,466 115,409

에너지소비량 (TJ) 5,508 4,956 4,351

디젤주행거리 (천km·량) 423,423 380,311 337,200

단위운행당 경유사용량 (ℓ/km·량) 0.345 0.34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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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월곶역) 태양열(신도림역) 지열(정읍역)

고효율 설비 도입

코레일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통하여, 형광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고효율 전력기계 사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에너지 관리
코레일은 사업량 증가, 신설역사 대형화, 고객 안전·편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생활에너지 

절감환경이 어려움에도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증가요인 대비 생활에너지 사용량 

증대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코레일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태양광에너지·태양열에너지·지열에너지 설비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효율(LED) 조명 교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교체수량 326 950 1,554

교체비율 56.30 62.30 72.18

단위 : 개, %

고효율(LED) 조명 교체 수량

2014 2015 2016

950(62.30)

326(56.30)

1,554(72.18)

교체 수량(비율) : 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대수(누계) 1(21) 3(24) 3(27)

발전용량(누계) 32.5(588.2) 84.7(672.9) 100.4(773.3)

태양열에너지 

설비

설치대수(누계) 0(30) 0(30) 2(32)

발전용량(누계) 0(401,619) 0(401,619) 64,687(466,306)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대수(누계) 1(21) 1(22) 4(26)

발전용량(누계) 59.4(4,304.6) 318.9(4,623.5) 2,420.2(7,043.7)

단위 : 대, MWh

2014 2015 2016

4,623.5

4,304.6

21 22

26

7,043.7

지열에너지 설비 운영 현황

설치대수 (대)

발전용량 (MWh)

태양광에너지 설비 운영 현황

2014 2015 2016

672.9

588.2

21
24

27

773.3

설치대수 (대)

발전용량 (MWh)

태양열에너지 설비 운영 현황

2014 2015 2016

401,619 401,619

3030
32

466,306

설치대수 (대)

발전용량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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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장소 용량(kW) 설치년월 장소 용량(kW) 설치년월

본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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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재역 112 2012.06.

울산역 489.6 2010.11. 남동인더스파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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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역 335 2014.10. 포항역 683 2015.02.

정읍역 280 2014.10. 부발차량사업소 183 2016.10.

장소 용량(kW) 설치년월 장소 용량(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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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역 64,000 2016.06. 부발차량사업소 300 2016.10.

▶ 지열에너지 설비

▶ 태양열에너지 설비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태양광에너지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태양열에너지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화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개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

장소 용량(kW) 설치년월 장소 용량(kW) 설치년월

철도박물관 60.0 2005.12. 월곶역 15.8 2012.06.

본사사옥 90.4 2009.08. 소래포구역 21.1 2012.06.

여수엑스포역 30.0 2009.12. 인천논현역 28.8 2012.0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21.0 2011.05. 호구포역 15.8 2012.06.

운정역 17.4 2010.05. 원인재역 15.8 2012.06.

제천승무원숙사 21.0 2011.02. 남동인더스파크역 14.4 2012.06.

회룡역 56.3 2012.09. 연수역 15.8 2012.06.

옹천신호장 3.1 2013.04. 송도역 23.0 2012.06.

월계역 26.0 2013.12. 정읍전기사무소 35.0 2015.12.

반성역 10.0 2012.12. 강매역 10.2 2014.10.

진주역 20.0 2012.12. 광주송정역1 32.5 2015.12.

해운대역 50.0 2013.10. 광주송정역2 17.2 2015.12.

익산차량사업소 18.0 2015.05. .....

▶ 태양광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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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코레일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차 정비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 내에 존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철도차량 등의 수선, 세차/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차량검수 시설과 역운영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구분됩니다.

효율적·체계적 시설관리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주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내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반응·

응집을 통한 부상분리와 여과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폐수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수시 또는 주기적 시설유지보수 시행 등 체계적 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14 2015 2016

폐수처리량 242,032 230,411 281,911

객차오수량 79,680 82,692 79,171

단위 : ㎥

객차오수량 (㎥)

폐수처리량 (㎥)

2014 2015 2016

242,032
230,411

281,911

79,680

82,692

79,171

폐수배출시설 정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의

폐수처리장치 점검

수질오염물질을 하천, 호소, 하수관거 등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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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폐수배출시설의 수질 자가측정은 법적 의무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코레일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상태 점검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배출시설별 수질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처리효율은 주로 응집, 침전, 여과 및 활성탄 흡착 등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을 적정하게 운영한 결과입니다.

‘가지역’  기준 적용사업장 : 병점차량사업소 외 5개 사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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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04 15.11 12.35 0.23 0.14 0.17 3.50

단위 : mg/ℓ

기준치 (mg)

측정치 (ℓ)

5.8~
8.6

5.00 5.00

8.00

90.00
80.00

60.00

7.04
0.23 0.14 0.17

15.11
12.3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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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역’  기준 적용사업장 : 서울차량사업소 외 20개 사업장 

구분 pH COD SS n-H ABS T-P T-N

기준치 5.8~8.6 130.00 120.00 5.00 3.00 8.00 60.00

측정치(2016) 7.10 13.50 6.33 0.65 0.28 0.25 6.43

단위 : mg/ℓ

기준치 (mg)

측정치 (ℓ)

5.8~
8.6

5.00 3.00

8.00

130.00

120.00

60.00

7.10

0.65 0.28 0.25

13.50

6.33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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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 개선

가야차량사업소 폐수처리시설 운영

(처리능력 3ton/h)

가야차량사업소 폐수처리시설 개선

(처리능력 16ton/h)

개선 후

개선 전

* 출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청정지역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매우좋음(Ⅰa)’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가지역

‘ 좋음(Ⅰb), 약간좋음(Ⅱ)’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나지역

‘ 보통(Ⅲ), 약간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청정지역’  기준 적용사업장 : 용문차량사업소 외 1개 사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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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25 11.25 8.90 0.40 0.21 0.04 5.62

단위 : mg/ℓ

50.00

기준치 (mg)

측정치 (ℓ)

5.8~
8.6

1.00 3.00 4.00

40.00
30.00

7.25
0.4 0.21 0.04

11.25 8.9
5.62

pH COD SS n-H ABS T-P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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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코레일은 철도역사 내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지하 터널구간 및 철도역사 공기조화설비 청소 등 대기환경 

보전과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을 받는 철도역사 (지하역사 전체, 지상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 공기질 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하역사 공조설비 개량, 환기설비 확대 운영, 청소 품질평가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96개 전 역사(지상 34역, 지하 62역)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구 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4 2015 2016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지기준

미세먼지 (㎍/㎥) 150 이하 82 63 76 43 68 56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513 488 501 469 507 493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43 24 21 14 11 10

일산화탄소 (ppm) 10 이하 1 1 1 1 1 1

미세먼지 (㎍/㎥). 기준치 150 이하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0 이하

63

43

56

488
469

493

1 1 1
24

14 10

2014 2015 2016

[지상역사 측정결과]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미세먼지 (㎍/㎥). 기준치 150 이하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0 이하

82
76

68

513

501 507

43

21
11 1 11

[지하역사 측정결과]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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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철도차량은 환경부의『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공기질을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KTX, KTX-산천,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광역철도 등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모든 열차는 냉난방 필터, 객실 환기 설비, 화장실 청소 등을 청결히 하여 

환경부의 권고기준 이상으로 열차를 쾌적하고 적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부 자동측정망 운영
환경부에서는 용산역 대합실과 외부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망 운영결과『실내공기질관리법』의 유지기준 측정값은 미세먼지 36%, 이산화탄소 

54% 수준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철도 차량기지에서는 철도차량 공기필터 청소 시 먼지, 차량외부 도색과정에서 탄화수소

(THC), 철도차량 검수 시 매연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배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기지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방지용 집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검수 주기 강화와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량 도입·운행 확대 등을 통해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측정항목 권고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4 2015 2016

미세먼지

(㎍/㎥)

광역철도 200 이하 73 59 123

일반열차 150 이하 45 64 101

이산화탄소

(ppm)

광역철도
혼잡 2,500 이하 1,611 1,196 1,284

평상 2,000 이하 1,147 1,011 1,020

일반열차
혼잡 2,500 이하 1,380 1,172 1,325

평상 2,000 이하 1,107 1,013 1,148

용산역(대합실) 측정결과

측정항목 유지기준
측정결과(평균)

2014 2015 2016

미세먼지 (㎍/㎥) 150 이하 57 54 54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432 507 539

용산역(대합실) 측정결과

57
54 54

432

507

539

2014 2015 2016

미세먼지 (㎍/㎥). 기준치 150 이하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도장설비 급사설비 필터청소

대기오염

200 이하

150 이하

45

64

101
73

59

123

2014 2015 2016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 광역철도 이산화탄소 (ppm) - 일반열차

2,500 이하

2,000이하

1,020

1,611

1,147
1,196

1,011

1,284

2014혼잡광역 평상일반 2015 2016

2,500 이하

2,000이하

1,148
1,380

1,107
1,172

1,013

1,325

2014혼잡 평상 2015 2016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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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 관리
코레일은 열차와 역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폐기물 

분리·보관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별로 폐기물 감량·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배출실명제 시행, 폐기물 위탁처리,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록 등 폐기물 수거와 

보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적법처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통하여 인허가 신고를 

완료하고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통해 폐기물의 적법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별로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외부 위탁 교육 등을 

통해 폐기물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입찰과 단가계약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폐기물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열차와 역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수거를 통해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을 통해 폐기물 발생 감소와 자원순환에 적극 앞장서며 폐공기필터·폐제륜자 철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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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재활용 현황]

구분
열차 재활용 역사 재활용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종이류 277,465 306,595 345,777 1,236,738 482,567 1,103,844

플라스틱 82,810 52,225 65,103 449,805 141,174 303,642

캔 류 30,138 28,363 31,298 361,781 106,694 309,050

병 류 30,625 79,742 47,818 418,014 179,502 305,610

기 타 309 86 572 191,071 53,128 68,511

합 계 421,347 467,011 490,568 2,657,409 963,065 2,090,657

단위 : kg분철류

폐유액상

폐유고상

페기물 분리 보관

폐기물 처리 현황

1,370

1,255

1,956

1,292

1,487
1,588

2014 2015 2016

일반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단위 : 톤

구분 2014 2015 2016

일반폐기물 1,370 1,956 1,487

지정폐기물 1,292 1,58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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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선로변

소음·진동

철도교통 소음·진동 관리
코레일은 국민이 조용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차기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외 소음권고기준을 적용한 저소음 차량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장대레일 부설, 방진 체결구 및 선로 건설(개량)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선로변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 소음 기준

철도는 전국적인 철도망으로 지역사회의 편차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함과 더불어 

대량 수송, 에너지 사용 및 배출가스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운행특성 상 소음·진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특성에 

맞는 교통소음 기준을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소음·진동관리기준

방음벽1 방음벽2 방음벽3

간섭형 소음저감 장치 터널 벨마우스 흡음블럭

대상지역 구분

관리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 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 dB(A)] 70 60

진동 [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외의 지역. 미 고시 지역

소음 [Leq dB(A)] 75 65

진동 [dB(V)] 70 65

*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철도교통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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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주요국가별 철도소음 기준철도교통 소음측정망

* 출처 : 궤도 소음·진동 설계기준 개발연구, 2008. 한국철도시설공단

* LApeak : max 소음도의 rms 보정 안된 값 

* 철도 소음측정망 설치 위치(35개 지점, 주소기준)

* 출처 : 환경부

철도교통 소음측정망 관리
코레일은 철도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도심지역 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의 환경부 철도소음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개 지점 중 측정지점에서의 1일 평균운행대수는 전년도 보다 약 18회, 전국 평균 철도 

소음도는 전년도 대비 지면 위 낮·밤 시간대 각각 1dB(A) 감소하였으며, 최고치 예상층    

낮·밤 시간대는 각각 2dB(A) 감소하였습니다. 

열차 운행횟수의 소폭 변화로 인하여 세부 지점간의 증감은 있으나 전체 소음도는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수인선, 경강선, 동해선, SRT 등의 열차운행체계 개편과 신규노선으로 

인해 운행횟수의 변동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앞으로도 소음기준에 초과가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개소에 대해 장대레일  

개량 및 방음시설 점검을 통해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점현황

노선별 지점현황

주요국가 신설노선 비고

프랑스 주간 60(57) / 야간 55(52) (   )는 TGV선

독일 주간 64 / 야간 54

중국 주간 70 / 야간 70

일본

70LApeak (주거지역)
75LApeak (상업 및 공업지역)

신칸센 목표값
측정방법: 신칸센 도상에서 오전6시부터
밤12시까지 통과하는 20대이상의 열차를
측정하여 상위 10대의 에너지 평균

주간 60 / 야간 55 기존선 주간 07시-22시, 야간 22시-07시

한국 주간 70(60) / 야간 60(60) (   )는 고속선

구분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대전권 강원권

측정지점 수 35 9 9 8 5 4

노선

계

K

T

X

전

용

·

경

부

경

부

선

혼

합

선

·

수 

도

권

경

의

선

경

춘

선

대 

구

선

동

해

남

부

선

경

전

선

호

남

선

전

라

선

광

주

선

중

앙

선

장

항

선

영

동

선

태

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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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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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운영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철도소음측정 현황

철도소음진동 저감 노력
철도소음은 열차의 추진장치에 의한 기계소음,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소음, 열차 전두부 

및 팬터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 기타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기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소음원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철도차량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저소음 차량을 

도입하고, 레일의 장대화 및 공력소음 대책 설계 등을 통해 철도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계소음

기계소음이 큰 디젤기관차를      

저소음차량(EMU, 전기동차)으로 

교체

* 전동소음

레일 간 이음매가 없는 

고중량의 장대레일로 개량

* 공력소음 : 차량도입 시 ISO-3095기준에 의거 차량설계·제작에 반영, 공력소음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 ISO-3095 : 철도적용 소음측정 국제규격

* 기타운행소음 

인구밀집지역과 관련하여 기적 취명 자제 등 

승무원 특별 교육 시행

구 분
1일평균

열차운행횟수
소음한도

연도별 평균 측정 결과

’14 ’15 ’16
2016 한도초과

지점 수최저지점 최고지점

지면 위

낮

172회
(’15년 190회)
(’14년 215회)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8 58 57
49

(대전 서구)

66
(영등포,

전북 완주)

0
(’15년 0)
(’14년 0)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6 55 54
46

(전북 군산)

65
(의정부,
영등포)

2
(’15년 3)
(’14년 3)

최고치

예상층

낮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62 61 59
52

(대전 동구)
73

(영등포)

0
(’15년 0)
(’14년 3)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60 59 57
49

(부산 북구,
전북 군산)

73
(영등포)

7
(’15년 10)
(’14년 12)

*출처 : 환경부

EMU

장대레일1

승무원 특별교육

장대레일2

차량설계 제작

디젤기관차

일반 레일(정척레일)

전기동차

연도별 소음변화 추이(14년~16년)

기존 개선

58

56
57

54

58

55

지면 위(낮) 지면 위(밤)

62
6059

57

61 59

최고치 예상층(낮) 최고치 예상층(밤)

2014 2015 2016

(단위 : Leq dB(A))

단위 : Leq dB(A)

용어 정의

장대레일

길이가 200m 이상인 레일

정척레일

표준 길이가 25m인 레일

공력소음

고속 주행중 철도 차량 차체의 

요철이나 차량의 간극에서 기류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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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토양관리 
코레일은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발견된 

지점은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양의 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危害)를 

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철도용지 관리)
환경부는 철도용지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도역사 등 총 21개 지점을 토양 

측정망으로 선정하고, 연도별 토양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21개 지점은 모두“1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철도부지(3지역) 기준 대비 양호한 토양관리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역본부별 토양측정망 현황

합계
수도권
서부

수도권
동부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경남

21 2 1 1 4 1 4 1 3 3 1

철도 토양측정망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농경지 3~4월, 
기타지역 5~6월 시료 채취

중금속 (Cd 등 8개 항목), 일반항목 (PCB 등
12개 항목) 및 토양산도(pH)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한 매년 오염도를 측정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2,000점 이상)를 하고 있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가 실시하는 
실태오염조사

전국 토양오염 조사

토양측정망 현황 토양오염 실태조사 현황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

시장 군수 구청장

* 철도 토양측정망 설치 위치 (21개 지점. 주소기준)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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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운영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토양오염 실태조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 오염원 및 토지사용이력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철도 목침목 보관 및 사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지점수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지점은 단 한 지점도 없습니다. 

이는 신침목과 헌침목 보관지점에 대한 선제적 토양오염도 조사, 목침목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목침목에서 주변 환경으로의 유해물질 유출방지 대책 시행 등 선제적 

대응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구분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6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2,000

비소 25 50 200 75 150 200

수은 4 10 20 12 30 20

납 200 400 700 600 1,200 700

6가크롬 5 150 40 15 45 4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2,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500

불소 400 400 800 800 8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30

폴리클로리네이티트페닐 1 4 12 3 12 12

시안 2 2 120 5 58 120

페놀 4 4 20 10 10 20

벤젠 1 1 3 3 3 3

톨루엔 20 20 60 60 60 6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340

크실렌 12 15 45 45 4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40

테트리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25

벤조(a)피렌 0.7 2 7 2 6 7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1.  1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지적법 시행령」제5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에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슈지·수도용지·

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8호가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묵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단위 : mg/kg

철도 목침목 보관

* 출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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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국가부지 토양정밀조사 정화 사업 현황

토양정화사업
토양오염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하수 등 주변으로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은 흡착되어 

토양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므로 오염토양의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코레일에서는 토양오염 발견 즉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환경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 내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토양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사대상 비고

2014
금천구청역 저유소 정화추진

경북장비사무소 정화추진

2015
서울차량사업소 정화추진

전곡역 임차인 정화추진

2016
부곡차량사업소 정화추진

괴동역 오염원인자 규명 중 

토양시료 채취

토양정밀조사 실시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토양오염 정화 프로세스

토양오염개소 사후모니터링

부곡차량사업소

정화추진

전곡역

임차인 정화추진

금천구청역 저유소

정화추진

경북장비사무소

정화추진

괴동역

오염원인자 규명 중 

서울차량사업소

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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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운영 고도화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철도용지가 유류저장시설 또는 중금속물질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양오염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며, 향후 당해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의 

책임주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토양환경평가 활용에 따른 성공사례와 미활용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담은 

토양환경평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토양오염 조기 발견 및 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 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토양환경바로알기(토양환경평가 사례집)

1단계 (기초조사 )

2단계 (개황조사 )

3단계 (정밀조사 )

토양 오염 개연성 
여부 판단

오염 물질 종류 및
개략적 오염 범위 확인

오염 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 면적 범위 확인

이는 향후 철도용지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과 관련한 법적 위험관리,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반영한 토지 거래가격 결정 등 재무적 위험관리를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레일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환경 측면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제, 녹색소비실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56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60

녹색제품 구매 62

대외 수상·인증  64

사회적 책임 완수





56 2016 Environmental Annual Report

환경 커뮤니케이션

철도환경자문회
코레일은 환경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및 민간 환경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철도환경정책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환경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자문회는 학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연 2회 개최하며, 

자문의견은 철도환경정책 수립 및 연구용역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도환경자문회

철도운영기관 환경협의회
코레일은 2009년 8월에 12개 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경협의회에서는 철도산업의 환경관리 발전방향 제시, 환경개선 우수사례 공유, 현안사항 

토론 등 상호 이익과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전동차 내 소음관리 방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정부 정책 추진과 운영기관 실정에 

적합한 개선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공항철도

 대구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

 수서고속철도

위원장
1명

간사
환경경영처장

학계 
전문가 4명

정부기관 
전문가 4명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1명

구분 2014 2015 2016

위원회 개최횟수 2 2 2

자문안건 5 8 7

참석률 70 70 80

철도환경자문회 개최실적

개최연도 개최기관

2014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 운영(주)

2015 서울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주)

2016 대구도시철도공사

연도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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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완수  

환경분야 기술교류회

환경분야 기술교류회
환경업무 관련 선진 기술, 환경시설 관리 노하우 등의 발굴과 습득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리스크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에 기여하고자 본사, 소속기관 환경업무 담당자와 

외부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지 발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적 흐름과 정책동향 파악, 최근 환경정책과 정보(이슈) 공유 및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에 기여하고, 미래자원인 환경의 중요성을 환경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정보지‘ECO-Story KORAIL’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지는 총 5개 섹션(국제 환경동향, 국내 환경동향, 환경 특집, KORAIL 환경경영, 

KORAIL 환경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이슈사항 발생 시 특집을 발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도 참여대상(인원) 주요내용

2014
코레일 환경업무담당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0명)

* 토양, 공기질 관리 연구보고

* 철도소음·진동저감 기술개발 사례

* 도시철도 공기질 기술사례

2015
코레일 환경업무담당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80명)

* 토양분야 특강

* 공기질 개선 기술사례

* 환경기술 및 환경정책 적용 사례

2016
코레일 환경업무담당자

(60명)

* 환경정보 공개 제도

* 환경기술 및 환경정책 적용 사례

* 환경관련 주요 이슈사항 공유

환경정보지 스페셜환경정보지 환경정보지 구성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녹색제품 구매

대외 수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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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프로보노
코레일은 환경인프라 및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NGO 단체에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및 지역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환경프로보노는 전문성을 가진 내부역량을 결집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환경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레일만의 특화된 환경자문서비스입니다.

주요활동범위

프로보노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자로‘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오수, 폐수, 폐기물, 대기, 소음 등 환경기술 전파, 법규 이행 여부 등 통합적 환경관리대책을 지원합니다.

행정명령 사례 및 법규 해석, 친환경 기술 접목에 대한 매칭기관의 경영개선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낭비개소 발굴·진단 및 절약방안 제시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원합니다.

환경관리 시스템 교육, 녹색생활 실천 등 환경친화적인 지구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지역본부(12) :  서울·수도권서부·수도권동부·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대구·부산경남본부

* 철도차량정비단(3) : 수도권·대전·부산철도차량정비단

환경시설 컨설팅

친환경 교육 자문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

환경캠페인 지원

코레일 환경프로보노란?

전사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간사
환경운영부장

본사 추진단 지역본부 추진단

단장 : 환경경영처장 

간사 :  프로보노 담당(환경영영처)

단원 : 본사 환경인력 풀

단장 : 경영인사처장

간사 :  환경담당(경영인사처)

단원 : 지역본부 환경인력 풀

차량정비단 추진단

환경프로보노 추진단

단장 : 기술계획처장

간사 :  환경담당(기술계획처)

단원 : 차량정비단 환경인력 풀

1. 조직에 중요한 일인가?

2. 긴급성을 요구하는가?

3. 전문성을 요구하는가?

4. 특정한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가?

5. 작업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6. 원격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가?

7.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가?

좋은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592016 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보고서

사회적 책임 완수  

2016년 코레일 환경프로보노 주요활동

매칭기관 활동 내용

일반시민 및 고객 에너지 발전 체험

00공단 폐기물 보관 상태 점검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방식 자문

00마을 에너지 절감 사례 교육 / 에너지 절약 방법 및 절감 아이디어 제공

00역 구내영업장 사업장 에너지 낭비개소 개선 자문

00초교 철도에너지 변천사 및 철도전기안전교육 / 환경을 생각하는 철도의 역할 홍보

00지역 아동센터 열에너지 손실 개소 점검 보완 / 에너지 절약 노하우 전수

00지역 아동센터 연합 친환경 교통 수단인 철도 홍보 및 체험

매칭기관 활동 내용

00환경재생산업(주)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 기술지원

㈜00산업환경 폐기물 관련 법규 교육

㈜00 소각재 매립지 우수로 폐수처리장 유입 유도

00엘리베이터 환경 오염 사례 및 에너지 사용 개선사례 발굴

00카센터 폐기물 관리 상태 점검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

㈜00 폐기물 관리 컨설팅 및 온실가스 절감 교육

㈜00 폐수처리장 운영 노하우 공유 / 수질오염방지, 수질민원발생원 관리 정보 제공

구분 에너지 폐기물 수질 대기 환경교육 합계

2014 4 2 2 1 3 12

2015 4 5 2 1 11 23

2016 5 6 2 1 6 20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기타

환경프로보노 신청방법

2016 지원 분야

환경프로보노 운영 프로세스

환경프로보노 추진 실적

수요파악
(프로보노 신청/접수)

활동 종결
(피드백 및 환류)

오리엔테이션
(신청기업 인터뷰)

사업장 모니터링
(프로보노 활동

진행 모니터링)

매칭
(프로보노와 기업의 만남, 

사업장 방문)

프로보노 활동
(활동계획서/일지작성)

▼ ▼

▼

▼

▼

프로보노 모집
 (상시)

단위 : 건

에너지 관리 컨설팅

에너지나눔체험

폐기물 관리 컨설팅

4 4

5

1 1 1
2 2 22

5

6

3

11

6

2014 2015 2016

에너지 (건)

폐기물 (건)

수질 (건)

대기 (건)

환경교육 (건)

▼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녹색제품 구매

대외 수상·인증

00공단
외 6건

00재생산업(주)

㈜00 
외 2건

00초교 
외 5건

00카센터
외 5건

에너지
 25% 폐기물

30%

대기
5%

수질
10%환경교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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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환경보존 네트워크 운영
코레일은 전국 철도망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망이 구축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회성·전시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적·

실질적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추진
코레일은 1999년부터 ‘철도환경 특별주간 ’을 지정하고 철도역과 선로변, 인근 산과 하천 

등의 폐기물 투기장소에 대한 집중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등 명절과 여객의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도 ‘친환경 휴가 지내기’  홍보 및 인근 산, 강, 바다의 환경정화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파트너십
코레일은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환경행사인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를 

적극적으로 지원·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국민적인 국토대청소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확산·홍보활동 전개 및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등 국가정책에도 적극 동참하여 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철도환경행사 10,450 89.9 8,672 54.5 3,383 7.4

명절 연휴(설,추석,휴가철) 11,866 412.8 14,438 296.1 20,330 384.7

합계 22,316 502.7 23,110 350.6 23,713 392.1

인원 (명) 수거량 (톤)

연계 기관 활동 내용

산림청, 기상청, 지자체, 

녹색시민사회네트워크, NGO, 

지역주민 등

단체 숲 가꾸기 정화활동, 국립공원 자연정화활동, 하천 환경정화, 

시민공유 꽃단지 조성, 1사1산1강 가꾸기 운동, 재활용품 물품 기증,

녹색명절 만들기 캠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저탄소 녹색명절 캠페인

세계 물의 날 기념 강 살리기

해안가 환경정화

남한강 환경정화

자연보호활동 추진 

22,316

23,110

23,713

2014 2015 2016

502.7

350.6 392.1

2014 2015 2016

단위 : 명,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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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개소 (개소)

수목식재량 (주)

꽃식재량 (주)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녹색제품 구매

대외 수상·인증

지역사회 파트너십

녹화사업 추진결과

철도변 수목정비현황

철도 녹화사업
코레일은 국민생활권에 인접한 철도시설에 방음림 조성 사업, 철도변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및 철도유휴부지 식목사업 등으로 지구온난화 예방 및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 등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림대 조성 꽃단지 조성

식재개소 식재량 식재개소 식재량

2016 46 21,895 120 251,432

구분
조경수 전정 울타리 전정 덩굴제거

정비개소 정비량 정비개소 정비길이 정비개소 정비량

2016 294 23,550 141 23,081 238 130,243

가평군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역구내 꽃단지 조성

덩굴제거

선로변 농가 환경정비클린 천안운동

식목일 나무심기

수목정비 조경수 전정

46

수림대조성

21,895

120

꽃단지 조성

251,432

녹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주

단위 : 개소, 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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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문화 확산
코레일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니터링, 전문교육 참석·전파, 녹색제품구매 관련사항 업무규정 반영, 

철도역사를 활용한 홍보 등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4 2015 2016

전체 물품구매 실적 8,984 5,514 2,918

녹색상품구매 실적 8,678 4,613 2,868

구매비율 96.59 83.66 98.29

녹색제품 구매 프로세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녹색소비 홍보녹색제품구매 온라인교육 전문교육 참석

녹색제품 구매

구매비율 (%)

96.59

83.66

98.29

2014 2015 2016

녹색제품 구매비율

코레일 : 구매이행

운영규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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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녹색상품 참여
코레일은 제품의 환경개선효과와 상품성을 전문가·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녹색상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에 적극 참여하여 철도운송서비스의 

친환경적 가치와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개발 현황을 고객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체계

올해의 녹색상품이란?
환경마크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상품(서비스)의 환경개선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고의 녹색상품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녹색제품 구매

대외 수상·인증

구분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위원회

주최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선정 대상 제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개인 생활용품류, 가전제품류, 가구류, 주택설비류, 
  자동차 및 관련제품류, 디지털 기기 및 휴대폰, 가공식품류 등 9개 품목의 
  친환경상품
* 유통매장, 운수(철도, 항공, 택배), 금융, 문화상품 등의 친환경 서비스

평가항목

ERRC MODEL

선정대상 제품

올해의 녹색상품 = 녹색 + 상품

* 녹색(친환경)에 대한 평가 : ERRC MODEL 적용

* 상품성에 대한 평가

* 제거 (ELIMINATE) 동종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들 가운데 제거한 요소는 무엇인가?

* 감소 (REDUCE)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표준이하로 감소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 증가 (RAISE)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증가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 창출 (CREATE)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새롭게 만든 요소는 무엇인가?

감소 (REDUCE)

증가 (RAISE)

제거 (ELIMINATE) 창출 (CREATE)
친환경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현황

2015년 O-train (서울-영주)

2016년 S-train (서울-여수엑스포)

2013년 ITX-청춘 (상봉-춘천)

2012년 KTX (서울-부산)

2014년 누리로 (서울-신창)

선정 절차
올해의 녹색상품선정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녹색상품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식 종합 심의

상품의 환경성 검토 (전문가위원회)

선정방식 및 소비자평가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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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수상
코레일에서는 탄소정보에 대한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탄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DP의 자발적 참여부분‘탄소경영특별상’은 자발적으로 자사의 탄소경영 현황과 노력을 공개한 

기업 중 우수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2016 공공기관 최초 ‘올해의 녹색상품 ’ 5년 연속 수상

상품의 환경개선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뽑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S-train(서울-여수엑스포)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KTX(서울-부산)를 시작으로 2016년 S-train(서울-여수엑스포)까지 5회 연속으로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 을 5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6 공공기관 최초 ‘올해의 녹색상품’ 5년 연속 수상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수상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코레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에서 철도시설의 빛 공해로 인하여 철도인근 주민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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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역, ‘2016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 ’ 수상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득량역 ’이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2016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의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TX(용산-목포 노선) 환경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 취득
코레일은 2011년에 철도분야 최초로 KTX(서울-부산 노선)에 대한 환경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KTX(용산-목포 노선)의 환경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여 코레일이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체계의 친환경성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주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코레일의 4개 역(광명, 서대전, 천안아산, 오송역)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서 신청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에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제도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존 노력

녹색제품 구매

대외 수상·인증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ISO 9001(품질)/14001(환경)인증 획득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고속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및 운용분야 국제표준 인증인

ISO 9001/1400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코레일의 고속차량 운영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맞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ISO 9001/14001 통합 인증이란?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및 운용 시스템이 국제 표준 요건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

환경부 주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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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코레일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 최고의 운송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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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코레일 환경경영
- 온실가스 &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현황 단위 : tCO2-eq, %

에너지 종별 소비현황 단위 : TJ

생활용 자동차
64

합계

4,019

생활용 전력
3,584

생활용 냉난방
371

2015

생활용 자동차
62

합계

3,659

생활용 전력
3,335

생활용 냉난방
262

2014

생활용 자동차
68

합계

4,148

생활용 전력
3,796

생활용 냉난방
284

2016

2014

2015

2016

감축률

16.38

감축률

13.98

감축률

14.76

2014

1,960,581

1,639,366

배출허용량 배출량

감축량

321,215

2015

1,923,804

1,654,813

배출허용량 배출량

감축량

268,991 감축량

280,655

2016

1,900,962

1,620,307

배출허용량 배출량

합계

26,724

2014

철도운전용 전력
22,016

철도운전용 경유
4,956

합계

26,972

2015

철도운전용 전력
22,187

철도운전용 경유
4,351

합계

26,538

2016

철도운전용 경유
5,508

철도운전용 전력
21,216

철도운전용 에너지

생활용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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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tCO2-eq

환경연구 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2

2014

178

2

2015

127

2

2016

122

환경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 2016.12.31. 기준

KTX
(서울-부산 구간)

10.21kg

ITX-새마을
(서울-부산 구간)

12.23kg

KTX
(용산-목포 구간)

8.96kg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비교

* 출처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

교통분야(27개) 온실가스 배출현황

합계

4,057,809

2015

코레일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16개)
33%

1,337,420

철도(10개)
39%

1,065,576
(코레일 제외)

코레일
61%

1,654,813

철도(11개)
67%

2,7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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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코레일 환경경영
- 환경운영 

환경시설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4

2015

2016

합계

1,414

합계

531

합계

813

2014

2015

2016

합계

19

합계

22

합계

36

환경시설 개량 공사 현황 단위 : 건

2014

11

1

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2

2014

179

10

1,14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80

2015

6

1

12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3

2015

103

153

214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61

2016

25

3

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3

2016

430

150
134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99

2014

2015

2016

합계

8

합계

2

합계

11

환경시설 신설 공사 현황 단위 : 건

2014

6

1

3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1

2015

3

2 2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1

2016

1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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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합계

421

합계

467

합계

491

2014

2015

2016

합계

2,658

합계

964

합계

2,092

2014

277

83

30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31

0.309

2015

307

52
28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80

0.086

2016

346

65
31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48

0.572

2014

1,237

450
362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418

191

2015

483

141
107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180

53

2016

1,104

304 309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기타

306

69

2014

폐수처리량
242,032

객차오수량
79,680

2015

폐수처리량
230,411

객차오수량
82,692

2016

폐수처리량
281,911

객차오수량
79,171

단위 : m3오폐수 처리현황

폐기물 재활용 현황(열차) 단위 : 톤

폐기물 재활용 현황(역사) 단위 : 톤

비율

96.59

총구매

8,984

2014

단위 : 백만 원, %녹색상품 구매현황

녹색상품구매

4,613

비율

83.66

총구매

5,514

2015

녹색상품구매

2,868

비율

98.29

총구매

2,918

2016

녹색상품구매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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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코레일 환경경영
- 환경경영 성과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온실가스 배출량

철도운전용 경유 tCO2eq  428,329  385,431  338,353 

철도운전용 전력 tCO2eq  1,030,405  1,069,248  1,077,553 

생활전력 tCO2eq  162,000  174,079  184,363 

냉난방 연료 tCO2eq  14,309  21,576  15,137 

업무용 자동차 tCO2eq  4,323  4,479  4,901 

계 tCO2eq  1,639,366  1,654,813  1,620,307 

에너지 사용량

철도운전용 경유 TJ  5,508  4,956  4,351 

철도운전용 전력 TJ  21,216  22,016  22,187 

생활전력 TJ  3,335  3,584  3,796 

냉난방 연료 TJ  262  371  284 

업무용 자동차 TJ  62  64  68 

계 TJ  30,383  30,991  30,686 

환경시설 투자

수질 백만 원  179  103  430 

대기 백만 원  10  153  150 

토양 백만 원  1,145  214  134 

폐기물 백만 원  80  61  99 

계 백만 원  1,414  531  813 

환경영향 관리

용수재사용량 ton  138,848  130,312  151,051 

재사용 비율 %  2.61  2.37  2.61 

폐수 처리량 ㎥  242,032  230,411  281,911 

사업장 폐기물(일반) 처리량 ton  1,370  1,956  1,487 

지정폐기물 처리량 ton  1,292  1,588  1,255 

생활폐기물 재활용(열차) kg  421,347  467,011  490,568 

생활폐기물 재활용(역사) kg  2,657,409  963,065  2,090,657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 금액 백만 원  8,678  4,613  2,868 

녹색제품 구매율 %  96.59  83.66  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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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GUIDELINE
- GRI G4 INDEX 

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지표명 지표내용 페이지

환경

에너지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37-41

G4-EN5 에너지 집약도 37-41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37-41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37-41

용수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에 비율과 총량 42, 72

배출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9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43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32-36

G4-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32-36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32-36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32-36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44-45

폐수 및 폐기물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42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46

제품 및 서비스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69

컴플라이언스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28

종합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2-27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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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검증보고서

온실가스 검증 성명서

사업장명 : 한국철도공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EQA는 위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증을 합니다. 

1. 보증수준 : 2.5% 이내 (합리적 보증) 

2. 검증기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검증년도 : 2016 

온실가스 배출량 : 1,620,307 tCO2eq

에너지 사용량   : 30,686 TJ

본 검증은 배출량 검증 지침과 배출량 산정 지침 및 실시 요령에 따라 검증되었습니다. 

검증의견 : 적정함 

  

EQA  

원장 문 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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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대한민국의 미래,

      코레일이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는 

레일에서 시작됩니다.

118년 환경과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긴 시간을 하루처럼 달려온 코레일.

지금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사람·세상·미래와 함께 

코레일이 달리겠습니다.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http://www.korail.com)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실 환경시스템처 Tel 042-615-3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