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소론

Study on the Policy Strategies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Friendly Railroad System

정우성*    조영민**    황신희***    김희만****

-----------------------------------------------------------------------------

ABSTRACT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of railroad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by the 

systematic management with the environment core technologies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railroad environment to provide energy-efficient, safe, sound, and environment-friendly railroad 

service. In addition,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railroad environment policy, like the 

improvement strateg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railroad environment, is strongly required 

to actively prepare for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railroad environment problems.  

  In this research, we studied the correlations between railroad environment polic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defined the component of environment policies. Moreover, we tri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nvironment policies and mid-/long-term development plans that su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ailroad through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

1. 서론

  철도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철도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 요소기술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철도환경의 효율적

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규제 및 감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환경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등 철도환경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환경정책과 경영기법등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환경정책의 구성요소를 정의하였

다. 또한, 선진철도의 환경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의 방향 및 중장기 발

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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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환경정책 수립의 필요성

  1990년대 초부터 철도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철도의 영속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존의 환경관리방식이나 사후처리 위주의 기술개발 및 투자활동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철도 환경경영의 패러다임 요구되어졌다. 따라

서 기존의 경영패러다임 하에서는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친화성을 상충적 관계로 인식하여 환경활동

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였으나 현재의 지속가능경영의 패러다임(환경)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1>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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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환경인식을 유지하고 부적절한 환경적 대응을 수

행한다면 제도적 위험, 시장 위험, 기술적 위험, 관리적 위험 등의 환경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가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환경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철도 환경경영 분석 

 3.1 환경경영 기법의 구성

  환경경영기법에서는 친환경적 철도 시스템 구축의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정부 정책 검토와 아울러 국

내 친환경기업과 선진철도기업의 환경경영기법을 검토하였다. 환경경영기법 분석을 위하여 환경경영 일

반 활동과 철도의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2004)의 환경정보

공개 항목에 근거하여 경영시스템, 환경영향,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등으로 구분하였다. 환경경영기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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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경경영기법 분류

3.2 철도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의 구성요소인 경영시스템, 환경영향,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등은 상호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일관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환경경영체계)에서 준비

되고,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회계, 환경교육, 환경성과평가, 소음∙진동, 수질오염, 

환경 마케팅 등은 환경보고서의 구성요소가 되며, 또한 환경성과평가는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 관

리 이행의 결과이고, 녹색구매는 환경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의 환경경영체계는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 일련의 사이클(PDCA) 상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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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경영체계의 PDCA 사이클

4. 철도 환경발전 방안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철도환경 발전을 위하여 3단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서 환경조직의 기반구축기(2005 ～ 2006)는 환경경영의 각 기능별 기준을 정립하고, 내

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실행준비 단계로 하였다. 해당 단계에서는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이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기(2007 ～ 2008)는 기반구축

기에 준비된 각 기능별 환경경영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능동적으로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시기에 해당한

다. 환경경영 하에서 경제적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Intermodal Transportation 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 통합기(2009 ～ 2010)는 환경경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 달

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또한 정부의 철도

관련 환경법규 제정을 선도하고, 축적된 환경경영 노하우를 전파하는 단계이다.

 



<그림 4> 철도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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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철도는 안전성과 대량 수송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기술개발을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환경기술은 다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부산물적 폐해를 복구하는 방어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의 심각성은 앞으로 환경산업이 산업기술 전체

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지속가능경영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철도 환경정책과 경영 기법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철도시스템 구현을 위한 철도 환경정책 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였

다.

  5.1. 철도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0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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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목표의 중장기 환경계획
• ISO14001 인증체계 구축 및 현실화

• 전사적 환경경영 실행
• 전문적 환경경영 수행 역량 확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복원기술 선도
공해방지시설 표준화 및 관리 효율화
철도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친환경철도시스템VISION 2010



5.2 철도 환경 발전방안

기반구축기
(2006)

기반구축기
(2006)

활성화기
(2007 ~ 2008)

활성화기
(2007 ~ 2008)

지속가능경영 통합기
(2009 ~ 2010)

지속가능경영 통합기
(2009 ~ 2010)

•전사적 환경경영의 중요성

인식 및 확산

•환경조직의 역할 규정

•EMS, LCA, 환경회계, 녹색

구매 개념 정립 및 실행

방안 수립

•오염현황 평가기법 표준화

•전사적 환경경영의 중요성

인식 및 확산

•환경조직의 역할 규정

•EMS, LCA, 환경회계, 녹색

구매 개념 정립 및 실행

방안 수립

•오염현황 평가기법 표준화

•환경경영 및 협업 문화 구축

•EMS, LCA 등 환경경영기법

실행

•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 구축

•환경법규 능동적 준수

•환경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환경경영 및 협업 문화 구축

•EMS, LCA 등 환경경영기법

실행

•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 구축

•환경법규 능동적 준수

•환경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환경 마케팅 실시를

통한 수익창출

•정부의 환경법규 리드

•ISO14001 인증체계 실행

•Green Network 실현

•고객만족 철도환경 구현

•환경 마케팅 실시를

통한 수익창출

•정부의 환경법규 리드

•ISO14001 인증체계 실행

•Green Network 실현

•고객만족 철도환경 구현

환경친화적 철도시스템 구축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철도환경 발전방안

기반구축기
(2006)

기반구축기
(2006)

활성화기
(2007 ~ 2008)

활성화기
(2007 ~ 2008)

지속가능경영 통합기
(2009 ~ 2010)

지속가능경영 통합기
(2009 ~ 2010)

•전사적 환경경영의 중요성

인식 및 확산

•환경조직의 역할 규정

•EMS, LCA, 환경회계, 녹색

구매 개념 정립 및 실행

방안 수립

•오염현황 평가기법 표준화

•전사적 환경경영의 중요성

인식 및 확산

•환경조직의 역할 규정

•EMS, LCA, 환경회계, 녹색

구매 개념 정립 및 실행

방안 수립

•오염현황 평가기법 표준화

•환경경영 및 협업 문화 구축

•EMS, LCA 등 환경경영기법

실행

•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 구축

•환경법규 능동적 준수

•환경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환경경영 및 협업 문화 구축

•EMS, LCA 등 환경경영기법

실행

•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 구축

•환경법규 능동적 준수

•환경성과평가 시스템 확립

•환경 마케팅 실시를

통한 수익창출

•정부의 환경법규 리드

•ISO14001 인증체계 실행

•Green Network 실현

•고객만족 철도환경 구현

•환경 마케팅 실시를

통한 수익창출

•정부의 환경법규 리드

•ISO14001 인증체계 실행

•Green Network 실현

•고객만족 철도환경 구현

환경친화적 철도시스템 구축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철도환경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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