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환경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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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현황
                       

한국철도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4,536tCO₂-eq로, 정부배출목표(2,227,202tCO₂-eq) 대비 

27.95%(622,666tCO₂-eq)를 감축하여 정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단위 : tCO₂-eq, %)

구 분 2017 2018 2019

정부배출목표 2,000,571 1,941,126 2,227,202

배출량 1,607,180 1,671,454 1,604,536

감축량 393,391 269,672 622,666

감축률 19.66 13.90 27.95

 에너지 소비별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철도는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에너지원(경유 등)을 환산계수가 낮은 간접배출원

(전력 사용)으로 대체 및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tCO₂-eq)

에너지 종별
온실가스 (tCO2e)

2017 2018 2019

운 전 용

에 너 지

운전용경유 328,384 327,131 310,303

전철전력 1,064,013 1,106,380 1,060,433

생    활

에 너 지

생활전력 194,870 215,583 212,640

냉난방연료 14,859 17,197 15,336

업무용자동차 5,054 5,164 5,824

합  계 1,607,180 1,671,455 1,604,536

  



                                                             

 2. 에너지 관리  

 에너지 사용 실적
                       

한국철도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운전용 에너지와 생활에너지로 구분되며, 전체 소비량의 

약 85%는 철도차량 운행에 사용됩니다. 

                                                                                                      (단위 : TJ, %)

에너지 종별 2017 비율 2018 비율 2019 비율

운 전 용

에 너 지

운전용경유 4,351 14.2 4,207 13.2 3,990 13.1

전철전력 22,187 72.3 22,780 71.6 21,834 71.4

소  계 26,538 86.5 26,987 84.8 25,824 84.5

생    활

에 너 지

생활전력 3,796 12.4 4,439 13.9 4,378 14.3

냉난방연료 284 0.9 324 1.02 289 0.95

업무용자동차 68 0.2 73 0.23 83 0.27

소  계 4,148 13.5 4,836 15.2 4,750 15.5

합  계 30,686 100.0 31,823 100.0 30,574 100.0

 고효율 전기 철도차량 도입
                       

한국철도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디젤철도 

차량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 전기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디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량)

구 분 2017 2018 2019

디젤차량
기관차 280 265 254

동  차 150 150 121

전기차량
기관차 176 175 175

동  차 2,622 2,633 2,626



 차종별 에너지 소비량
                 

한국철도는 열차운행체계, 차량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디젤철도차량 연료 사용량

구 분 2017 2018 2019

디젤주행거리(천km) 321,005 328,290 307,970

경유사용량(㎘) 112,008 111,581 105,841

에너지소비량(TJ) 4,223 4,207 3,990

 

 ○ 전기철도차량 전력사용량

구 분 2017 2018 2019

전기주행거리(천km) 1,486,813 1,504,427 1,484,619

전력사용량(MWh) 2,282,063 2,647,268 2,547,376

에너지소비량(TJ) 21,908 22,780 21,834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한국철도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 설치갯수 에너지 사용처 발전량(kW)

태양광   67 역사, 주차장 등 전등전력  1,472

태양열   33 역사 및 사무실 냉난방  6,022

지  열   58 역사 및 직원숙소 온수 공급용 72,551

합 계 158 80,045



3. 실내공기질 관리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한국철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철도역사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조설비 개량, 필터교체, 환기설비 확대 운영, 청소주기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공기질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준치
2017 2018 2019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
지
기
준

미세먼지(㎍/㎥) 150 이하 69 61 78 69 72 65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523 488 526 571 509 579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9 12 24 18 18 13

일산화탄소(ppm) 10 이하 1 1 1 1 1 1

 철도차량 실내공기질 
                       

한국철도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철도차량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냉난방 필터, 객실 환기 설비, 

화장실 청소 등을 청결히 하고 있으며, 권고기준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준치 2017 2018 2019

미세먼지
(㎍/㎥)

광역철도 200 이하 66 87  105

열차 150 이하 55 59   61

이산화탄소
(ppm)

광역철도
비혼잡 2,000이하 1,048 1,231 1,062

혼잡 2,500이하 1,263 1,360 1,251

열차
비혼잡 2,000이하 1,225 1,170 1,309

혼잡 2,500이하 1,351 1,382 1,509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한국철도의 차량기지에서는 철도차량의 정비 시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외부 도장과정에

서 발생되는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을 설치하여 기준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수질환경 관리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국철도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철도차량 등의 수선, 세차,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차량검수 시설과 역 운영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구분되며, 모든 배출시설은 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m3)

구 분 2017 2018 2019

폐수처리량 189,041 232,935 208,233

객차 오수처리량 82,058 71,879 70,502



5. 소음·진동  

 철도 소음측정망 관리
                       

한국철도는 39개 지점의 환경부 소음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사 교육 및 시설물 

보수 등 철도소음 저감을 통한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권역별 지점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대전권 강원권

39 9 11 9 6 4

 〇 철도소음 측정현황                                                                          (단위 : dB(A))

구 분
1일평균
열차운행

대수
소음한도

연도별
 평균

2019년 

‘17 ‘18 ‘19
최저
지점

최고
지점

지
면  

위

낮

‘19년 187회

('18년 188회)

('17년 172회)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6 57 56 50
(울주, 경주, 정선)

66
(평택)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4 54 56 43
(경주)

66
(의정부)

최
고
치

예
상
층

낮
주거지역등 70 
공업지역등 75

59 60 59
52

(경주)
74

(영등포)

밤
주거지역등 60 
공업지역등 65

57 58 57
46

(경주)
73

(영등포)

* 소음 최고지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반기별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폐기물 관리  

폐기물 적법처리
                       

한국철도는 사업장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록, 

적법위탁처리업체 선정 등을 통해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위 : 톤)

구 분 2017 2018 2019

사업장(일반)폐기물 3,696 3,144 4,228

지정폐기물 2,653 2,023 1,815

건설폐기물 58,936 47,603 23,015
  

폐기물 재활용
                       

한국철도는 철도역사와 열차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폐공기필터, 폐제륜자 철편 분리 및 폐목재류 연료 사용 제공 등 

철도분야 폐자원 재활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위 : 톤) 

구 분 2017 2018 2019

사업장(일반)폐기물 2,418 2,025 3,184

지정폐기물 1,238 1,053 1,059

건설폐기물 58,925 47,603 22,872



7. 토양환경 관리  

 철도부지 토양측정망 관리
                       

한국철도는 철도용지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도역사 등 총 21개 지점에 

대해 환경부 토양측정망 토양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든 철도부지를 기준(3지역)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 환경개선 관리  

환경시설 투자

              

한국철도는 역, 사업소 등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폐기물, 수질, 토양, 대기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수질
건수(신설) 23 23 31

금액 278 270 177

대기
건수(신설) 7 15 18

금액 23 114 82

토양
건수(신설) 7 9 5

금액 330 966 1,265

폐기물
건수(신설) 5 9 3

금액 180 412 13



9. 사회적 가치 창출  

녹색제품 구매 관리
  

                     

 

한국철도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경영 실천 강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 실천하며 정부권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실 적
총 구매액 2,762 7,993 1,867

녹색상품 구매액 2,589 7,126 1,707

비 율(80% 이상 시 목표달성) 93.75 89.15 91.47

철도 환경주간 지정 · 운영

                       

 

한국철도는 지역사회의 환경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가치를 높이며, 깨끗한 국토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톤)

구 분
2017 2018 2019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철도 환경행사 3,779 21.8 5,642 23.1 5,262 21.6

설 · 추석 연휴 및 휴가철 자연보호 활동
    

                   

 

한국철도는 설·추석 연휴 및 휴가철 기간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예방 홍보, 분리수거를 

통해 깨끗한 국토 만들기 및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톤)

구 분
2017 2018 2019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인원 수거량

쓰레기 수거활동 20,362 504.6 17,580 245.9 24,081 1,5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