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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특성
코레일(KORAIL)의 두 번째 지속경영보고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을 받아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범위와 기간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첫 번째 보고서의 보고기

간이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성과를 다루었던 것을 감안하여 2008년의 성과들도 주요하게 담아 시계열 

추세분석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기준시점이 보고기간과 다른 경우 보고기준시점을 별도 명기하였으며, 일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나 2009

년 이후 시작된 사업의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기간의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통화단위는 한국 원

화(₩)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량적인 데이터 기준단위로 km, 톤, TEU 등을 사용하고 그 외의 단위는 수치와 병기하

였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지속경영 성과는 본사와 국내 지역본부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G3의 업종별(Logistics & 

Transportation)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코레일의 지속경영보고서는 GRI G3 보고서 적용수준 기준 지표에서 A+ 수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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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추가정보 _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연락

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_www.korail.com 전자메일_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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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 구석구석 코레일의 꿈이 가 닿습니다. 

마음에 품은 그리운 이를 더 빠르게 만나는 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싣는 일, 그리고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한 작은 의지를 실천하는 일,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오늘도 코레일

 3만 여 명의 임직원은 땀 흘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만들어가는 Green Network. 

대한민국의 새로운 철도역사는 초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록 을 지향합니다

코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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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서비스와 성실한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대륙을 누비는 친환경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이 되겠습니다. 

코레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기술과 효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기업활동은 

고객의 가치를 위해 수행될 것입니다.

지난 110년에 이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은 

고객감동과 친환경 녹색성장, 그리고 효율과 성과를 창조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코레일의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을 지향합니다

코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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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사업, 새로운 전략으로 최고의 기술과 성과를 지향합니다. 

최상의 조직 운영체계 하에서 코레일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코레일은 운송뿐만 아니라 철도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기업으로서, 

미래를 가늠하게 될 핵심기술의 리더로서, 최고의 인재가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고객과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최고 를 지향합니다

코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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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국민철도,

철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지속성장의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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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여러분.

기차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행복하게 이어주기

에 그렇습니다. 또, 기차는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희망을 안고 내일로 달려가기에 그렇습니다. 그렇

게 기차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때로 버거운 삶을 다독거

려주는 우리 국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런 우리 철도가 최근에 세계인의 주목을 가득 받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기차가 가장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시

대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기차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녹색생활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차는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

습니다. 그러므로 기차를 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

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고객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1등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세계1등 국민철도’는 누구든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철도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계1등 국

민철도’를 만들기 위해 코레일은 ‘고객감동’, ‘체질혁

신’, ‘성과중심’, ‘지속성장’을 경영방침으로 하고 있습

니다.  

먼저, 고객감동은 고객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

니다. 우리 공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서울역 등 

전국 17개 KTX 정차역의 자동개집표기 262대를 철거했

습니다. 이는 고객을 믿으면서 왕처럼 섬기겠다는 의지

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부산발 KTX 막차 출발시각 연

장과 첫차 신설을 통해 열차이용 편의를 증진했으며, 철

도역이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망라하여 종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접근성과 편리성, 기능

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기업 고객만

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발

전적인 미래를 위해 체질혁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질을 

바르고 당당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조직

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효율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조

직으로 정립하였으며, 인사혁신을 단행하여 온정과 연

고에 기반한 정실주의 인사가 아니라 업무능력 중심의 

CEO Message

세계 1등 국민철도,

철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지속성장의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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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조직의 낡은 관행을 과

감히 타파하고 직원과의 소통채널을 넓혀 발전하는 조

직으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했습니다. 더불어, 국민과 코

레일과 노동조합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윈(win-

win-win)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과 원칙

을 분명히 하면서도 노동조합과의 화합과 상생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가치라는 신념으로 

일 중심의 발전적 노경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철도의 주인인 국

민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철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만성적자 

기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대적 소명인 ‘철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여객운송사업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인 녹색물류사업과 

다원사업의 활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과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거점간 단순이

동 물류가 아닌 제3자 물류, 보관, 유통 등 사업 다각화의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서울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

발하게 시행했고,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안정화를 이루어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UIC 아시아의장에 취임한 이래, 카자흐스

탄 철도공사와의 MOU 체결, 리비아 철도사업 진출, 코

트라와 해외 철도건설 수주 공동 추진 등을 통해 해외사

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민자사업에서 실패한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시너지 효과

를 높이고자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러한 노력으로 전년보다 1,346억 원이 증가한 6,486억 원

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계속 늘어만 가던 

영업손익 적자를 전년보다 513억 원이나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제1회 세계고속철도 워크숍’과 ‘UIC 아시

아 총회’를 신사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녹색성장의 중심에 우리 코레일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철도는 국민의 가치지향과 세계적 흐름에 가장 부

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철도에는 여유와 빠름, 전통과 

첨단의 덕목이 고루 스며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친환경성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_ 11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도 적극 해결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철도의 가치가 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녹색생활의 실천은 기차 타기로부

터 시작된다는 것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타자! 기차

를’이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일

환으로 지난 6월부터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

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월부터는 열차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비교하여 열차를 

이용할 때 소나무 심는 효과를 계산해주는 ‘녹색탄소계

산기’ 서비스를 실시했고, 물류 수송실적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녹색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

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생명의 숲 가꾸기 

열차’를 운행하고 ‘시골역에 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환

경보호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타자! 

기차를’ CF가 매일경제광고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습니다.

우리 코레일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도 적극 해결하는 자세

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어가겠습

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이 우리 코레일의 또 다른 비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도는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훈훈한 정을 싣고 따뜻한 사랑을 싣고 국민 모두에게 다

가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달리는 기차,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는 기차를 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역, 행복역

으로 함께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차를 타고 좀 더 밝고 

알찬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철도가 

기꺼이 국민의 편안한 발이 되고 따스한 가슴이 되어 함

께 가겠습니다. 

우리 코레일은 지금 “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이라는 

기치를 걸고 기차 타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철도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에 적

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세계1등 국민철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코레일의 열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

탁드립니다.

2009. 12.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    영

� 한국철도공사는 인권, 노동권, 환경 및 반부패 보호에 관한 글로벌 협약의 10

가지 원칙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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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신나는 여행이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는 KTX를 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차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이용했던 

교통수단이었다고 해요. 기차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꿈을 

싣고 달려주었다니 정말 신기하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이제는 저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 해요. 바로 코레일이 있기 때문이죠.

혁신철도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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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사업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상기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

주요 연혁

1899.  9 노량진-제물포간 33.2km개통

1950.  6 한국전쟁 (남북철도 단절)

1963.  9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1974.  8 수도권(서울-수원, 구로-인천) 

 전철 개통

1992.  6 경부고속철도 착공

2004.  4 한국고속철도(KTX) 개통

2005.  1 한국철도공사 발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2007.  4 KTX 이용객 1억 명 돌파

2007.  5 남북철도 연결 (경의선 도라산-판문, 

 동해북부선 제진-감호)

2008. 11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2009.  7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서울-문산간 46.3km)

2009.  8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 선포

2009.  9 철도공동사옥 입주

2009. 11 UIC총회 개최, 

 제1회 세계 고속철도워크숍 개최

2009. 12 KTX 이용객 2억 명 돌파

2010.  3 KTX Ⅱ(KTX 산천)운행

기업개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세계 1등 국민철도’가 달립니다

광역철도사업

수도권전철

여객사업

KTX, 일반철도

다원사업

역세권 개발 등
물류사업

08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26 지속가능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 경인철도 기공식

| KTX 개통

| 철도청 발족

| 한국철도공사 발족

| KTX-산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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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다변화와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회사명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설립일 1899. 09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5. 01. 01)

본사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3-74

대표 허준영

조직

본사 5본부 8실 3단 63팀

지역본부 12본부 84팀

현원 31,033명

영업 및 시설

차량

고속철도(KTX) 920량

일반철도(동력차 등) 15,260량

광역철도 (전동차) 2,184량

선로길이 7,980 km(본선: 5,720km, 측선: 2,260km)

영업거리

고속신선 240.4km

일반열차 운행선 3,140.8km

광역철도 운행선 395.4km

합계 3,381.2km

역 639개

1일

열차 운행 횟수

고속철도(KTX) 142회

일반여객 457회

광역철도 2,237회

화물열차 300회

합계 3,136회

1일 수송량

고속철도(KTX) 103,000명

일반여객 205,000명

광역철도 2,520,000명

화물열차 106,859톤

재무 자산 18조 6,110억 원

자기자본 9조 8,563억 원

부채 8조 7,547억 원

매출액 3조 5,288억 원

당기순이익 6,486억 원

| 코레일 본사

| 서울역

| KTX 차량

자산	(단위: 억 원)

●

자기자본

9조 8,563

부채

8조 7,547

(2009. 12. 31 현재)

기업현황

| 철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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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가치	체계

신경영가치

코레일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철도산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9년 8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그간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

하는 한편 신규사업 진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녹

색성장 패러다임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성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철도사업과 다양한 역세권 사업을 통

해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합니다. 인류의 소중

한 생활터전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대륙을 통한 국제적인 철도네트워크

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

하고, 경영자립의 토대 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륙철도를 누비는 친

환경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성장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 청사진 및 전략과제

부서별 실행계획 / 책임경영계약 / 내·외부 성과평가

고객

지향

수익

중시

변화

선도

우리는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고객의 가치를 최우

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통

해 성과를 내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체질

혁신

고객 

감동

성과

중심

지속

성장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세계1등 

국민철도

Mission

Vision

핵심 공유가치

경영 방침

10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26 지속가능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 비전선포식

고객

감동

안전, 편리한 수송 

플러스(+) 즐거움

과 행복, 새로운 가

치 제공

체질

혁신

효율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조직발전모

델 정립

지속

성장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 발전하는 기업

성과

중심

정부와 국민과의 약

속을 이행하여 철도

산업 경쟁력 제고

CEO	경영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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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철도 성장전략과 KORAIL Way는 ‘세계 1등 국민철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그간 가지고 있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진출과 사업다각화로 

국가적인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이끌 것입니다.

 

녹색철도 성장전략

새로운 비전의 수립으로써 새로운 로드맵을 가지게 된 코레일은 ‘세계 1등 국민철도’의 달성을 위해 실천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 직원의 아이디어 및 개선과제 공모 등 전사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선정된 녹색철도 

성장전략은 새 비전달성을 위한 코레일의 최상위경영전략으로서 주기적인 실적분석과 피드백 활동을 통해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방안	및	전사전략

●

KORAIL Way 구축

코레일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인 ‘녹색철도 성장전략’과 더불어 임직원의 목표의식과 성취의욕 극

대화를 위한 ‘KORAIL Way’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CEO를 포함한 경영

진이 직원간담회 및 현장체험을 정례화하여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CEO와 직원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인 ‘CEO Hot-line’을 그룹포털(On line)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자긍심고취를 위해 ‘철도명예전

당’을 홈페이지 및 그룹포털에서 운영하고 ‘BEST 직원 칭찬’ 및 ‘동료사랑, 가족사랑 운동’, ‘가족모시기 간담

회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코레일인으로서 비전달성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

하고 있습니다.

 KORAIL Way를 통한

「세계1등 국민철도」 

달성

- 선진화된 성과관리 

   시스템 운용

- 6시그마 경영품질 향상

- 가족친화 경영 및 직원 

    자긍심 고취

- 의사소통 활성화

- 생산적 혁신문화 확산

 - 특화된 전략적 

    사회공헌사업 집중

 - 코레일 친환경 사업 강화

- CCMS 내재화

- 서비스 품질관리및 

   역량 강화

1등 

고객감동

1등 

조직문화

1등 

성과창출

1등 

지속성장

- 문화생활사업 강화

- 종합물류기업 진출

- 기술사업 확장

- 핵심기술 확보

- 절대 안전체제 유지

- 고객감동 구현

- 노ㆍ경ㆍ국민 상생

- 환경경영 실현 

- 일류인재 육성

- 성과중심

    책임경영체계 확립

4대

전략 방안

10대

 전사전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최상의 

운영체계

확립

이해관계자

가치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비즈니스	모델

●	

기술컨설팅

차량리폼

차량정비
 서비스

수탁서비스

오피스빌딩 쇼핑센터

IT서비스

택배

렌터카

버스

화물차

문화생활서비스

신규거점
(신규전략)

종합물류서비스

철도기술서비스

창고
컨테이너

영화관
신용카드

호텔,
컨벤션센터

하역

경전철사업

레스토랑

전철



조직	및	계열사	현황

조직 현황

2009년 9월 코레일은 전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신비전선포와 함께 핵심 성장사업과 전략실행 중

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현업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관계자 중심, 성과 중심의 선진화된 조직 구축에 중

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본부 7실 3단 65팀’의 체계를 ‘5본부 8실 3단 63’팀으로 재편하였으며, 

광역철도본부 기능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전담부서 신설,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시너지효과를 도모

하기 위한 본부 이관 등을 통해 ‘고객·녹색·신성장동력’ 등의 핵심사업 위주의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조직도

●

이해관계자 중심, 성과 중심의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차량기술단

● 시설기술단

● 전기기술단

● 기획조정실

● 재무관리실

● 인사노무실

● 수송안전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사회

고객

지역본부�

(12)

부속기관��

(9)

사 장

여객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본부

사업개발본부

홍보실

고객가치경영실

기술본부

부사장

감사

KORAIL  _ 2010 Sustainability Report

10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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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승무

| 차량정비

| 시설유지보수

| 고객과 함께하는 코레일

감사실

� 지역본부 

-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 부속기관 

- 연구원, 정보기술단, 인재개발원, 철도교통관제센터, 서울정보통신사무소, 특별동차운영단, 시설장비사무소, 오송고속철도시설사무소,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프랑스
중국 일본

코레일은 철도경쟁력 강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계열사 효율화 및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통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녹색·신성장동력ʼ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업 위

주의 조직 개편은 향후 비전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계열사 현황

코레일은 저비용·고효율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철도경쟁력 강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6개 계열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승차권 위탁발매 등이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객감동을 위한 VOC시스템 운용, 신성장동력이 될 해외사업 및 역세권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소 현황

활발한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에 주재사업소를 설치, 해당 국가의 철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철도정책 및 서비스, 경영전략 등 정보수집과 분석은 

물론 각 국가별 연계 진출 전략을 개발합니다. 

프랑스
- 효율적인 외자 구매물품 조달 지원

- 프랑스국영철도회사(SNCF)와 기술교류 및 훈련교섭 지원

일본
- 한・일 간 연계상품 개발 지원 

- 한・일 간 국제철도 복합・일관 운송사업 협의 지원 및 조사

중국
- 대륙철도 연계구축 대비 기반조성 

- 한・중 국제철도 복합・일관 운송사업 협의 지원 및 조사

회사명 사업내용  
자본금

(출자금, 억 원)
지분(%) 직원(명)

2009년

매출액

(억 원)

당기순익

(억 원)

코레일유통㈜ 구내영업, 광고대행업 9.1(9.1) 100 440 2,359 82

코레일로지스㈜ 물류사업 30(23.9) 80 89 538 △25

코레일관광개발㈜ 관광레저, 열차내서비스 20(10.2) 51 939 646 18

코레일네트웍스㈜
역무관리위탁, 역세권개발,

주차장운영
71.5(62.9) 89 1,246 570 10

코레일테크㈜ 선로,전기시설관리,철도차량보수 17.0(22.2) 97 1,178 376 29

코레일공항철도㈜ 공항철도 운영 9,310(8,267) 89 360 1,742 28

총 6개사 9,457.6(8,395.3) 4,252 6,231 142

18 _ 19

| 구내영업

| 물류사업

| 관광개발

| 주차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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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분야

여객사업

간선여객 운영사업은 코레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여객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KTX와 함께 새

마을・무궁화・통근열차로 구성된 일반열차의 총 영업거리는 3,381.2km로 240.4km의 고속신선과 

3,158.7km의 일반선 전국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KTX는 하루 평균 142~181회 운행, 일반여객열차는 45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4월 1일 

개통한 KTX는 개통 5년 여만에 승객 2억 명(누적)을 돌파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제활동과 여가생

활을 담당하는 주요 수송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92년에 착공하여 총 12년의 노력으로 완성된 고속철도는 광명-대구 간 238.6km의 고속신선을 기존 경

부선 169.9km 및 호남선과 연결하여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

시킨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되고 한국의 토종물고기인 ‘산천어’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2009년 선보인 KTX 산천은 고객 위주의 설계와 편의성으로 철도를 국민과 더욱 가까운 주요 수

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속철도 기술의 선두주자인 독일, 프랑스, 일본과 세계 시장에

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레일은 열차운행체계를 재정립하고, KTX 수혜지역 확대, 철도 중심의 교통연계로 철도 중심

의 생활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철도여객사업과 함께 코레일의 여객운송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광역철도사업은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1974년 첫 개통된 코레일 광역철도

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주요 1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95.4km의 영업망과 하루 2,237회 열차

운행으로 252만 고객의 수송을 담당합니다. 

광역철도 10개 노선은 경부선(서울-천안 간 96.6km), 경인선(구로-인천 간 27.0km), 경원선(청량리-소요

산 간 42.9km), 중앙선(용산-용문 간 71.2km), 과천선(남태령-금정 간 14.4km). 안산선(금정-오이도 간 

26.0km), 분당선(수서-보정 간 27.7km), 일산선(지축-대화 간 19.2km), 장항선(천안-신창 간 19.4km), 

경의선(서울-문산 간 46.3km)으로서 이 밖에도 고속철도와 연계수송을 위한 셔틀전동열차로 운행하는 시

흥-광명 간 4.7km 구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열차운행 간격은 출퇴근 2분, 평시 15

분으로 노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객이 가장 많은 경인선은 일반전동차와 급행전동차를 별도로 운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가적인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으로서 녹색 교통인 철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광역

철도의 효율화(2009~2010년), 고속화(2011년)를 거쳐 다각화(2012년~)의 성장전략을 구축하였으며, 현

재 대중교통 환승할인 및 급행전동차 운행확대, 시설자동화, 좌석급행열차 운행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

가고 있습니다.

물류사업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33.2km의 철로개통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물류

사업은 현재 총 영업거리 3,049.3km, 일일수송량 11만여 톤으로서 연간 4,000만여 톤의 수송량으로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술, 탄탄한 수익구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10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26 지속가능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 열차이용객(승차권자동발매)

| 수도권 전동열차

| 물류사업

| 여객열차(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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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물류사업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추세를 리드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라는 비전

을 가지고 2012년까지 수송분담률 15%의 목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중량화물 수송에서 

컨테이너 수송 위주로 영업전략을 전환, 국내 컨테이너화물의 1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류본부에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 창고사업 및 하역사업, 장비임대사업, 국제물류주선업, 택배사업 

등에 점진적으로 진출, 수송분담률을 향상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원사업

다원사업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사업’으로서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창출 가능

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코레일은 운송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다양해진 고객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 및 주변개발을 통해 관련 사업 진출의 발판을 확

보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철도 수요창출과 수익증대를 꾀함으로써 고객과 국민에게 새로운 생활

서비스의 기업으로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역세권사업||||||||||||||문화생활과 수송서비스를 융합한 역세권사업은 현재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 등 자산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11년까지 호텔 및 외식사업 진출, 2012년까지 문화생활서비

스사업 진출을 정착시켜 복합역사 및 철도연변 개발, 쇼핑센터, 오피스개발, 외식사업 등을 통한 전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술사업||||||||||||||2009년 코레일은 국내 순수기술로 제작된 KTX 산천을 선보이며 철도기술의 글로벌리

더로서 그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철도기술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차량실용기

술사업, 철도차량인프라사업, 철도차량운영기술사업 등 수익 다변화의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코레일은 향

후 산학연 기술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용기술 상품화 과제를 발굴하여 수익구조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적

인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해외사업||||||||||||||해외사업진출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철도기업에게 있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

다. 코레일은 그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해외사업진출	및	추진현황

●

진출연도 국 가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2007-2009 말레이시아 EMU기술협력 및 컨설팅사업 전동차 개보수 관련 기술자문

2010-2012 리비아 철도직원 위탁교육 리비아 복선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직원 위탁교육

추진 중 리비아 트리폴리 지하철공사 트리폴리 지하철건설에 따른 운영, 유지보수자문 참여

추진 중 말레이시아 남북철도 복선전철화사업 기본계획, SE, O&M, 교육훈련

추진 중 이집트 철도운영IT시스템 구축사업 IT시스템 구축관련 컨설팅

추진 중 미 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운영시스템설계,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컨설팅

추진 중 브라질 리오-상파울로간 고속철도건설 계획,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컨설팅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될 녹색성장, 그리고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은 모두 철도와 철

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세계 1등의 생활문화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

| 리비아 철도 MOU 체결

세계적 기술, 탄탄한 수익구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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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

코레일은 이사회 및 감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선진 경영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코레일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철도기술 및 

정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운영함

으로써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

이사회의 운영 체계

이사회의 개최 일정을 정례화하여 참석률을 높이고 연도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매달 1회 개최하며 이외에 재적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매년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

지배구조	현황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구조로

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합니다

비상임이사

- 경영정책 수립ㆍ집행

- 인원: 6명

- 견제ㆍ감독역할

- 인원: 8명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제시

상임이사

감사

이사회

이사회

CEO감사

경영전략위원회

감사실(일상감사)

전문소위원회

정책입안(사업부서)

10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26 지속가능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 임원 직무계약 체결

|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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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코레일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며 전

문적으로 활동합니다. 이사의 투명한 선임과정과 실적 위주의 평가는 바르고 투명한 경영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및	감사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성 명 직위 주요경력

허준영 사장(이사회 의장)

외무부 기획관리실, 주 홍콩 총영사관, 경찰청 경비교통국 교통심의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제12대)

(주)씨큐어넷 회장

김해진 감사
경향신문 정치부장,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심혁윤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국 철도정책관,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장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국장

이천세 여객본부장 일반철도사업본부장, 고속철도사업단장, 경북남부ㆍ대전지역본부장

박춘선 광역철도본부장 감사담당관, 물류사업단장, 수도권서부ㆍ강원지역본부장

최한주 물류본부장 광역물류사업단장, 전남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강병수 기술본부장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감사실장, 인사노무실장,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비상임이사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비상임이사 제도

코레일은 비상임이사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 및 경영 관련 교수,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는 경영소위원회, 사업소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며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은 철도경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 명 직위 주요경력

권순직
 ‘MPC21’  회장

(선임 비상임이사)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재정경제원 금융발전위원회, 보험분과위원, 동아일보 국장

김성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정부투자기관 평가위원, 주가지수 운영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민은행 사외이사

임영희 (주)오미디어넷 감사
(주)드림미즈 이사, (사)서남해안 운영위원

(사)사회책임투자포럼 운영위원, (사)일촌공동체 이사

권순욱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KBS방송 자문변호인단 자문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 위원, 법무부 보호과장

김광희
우송대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도시철도공사 초대사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제2,3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부의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학술위원장, 한국공기업학회 총무이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이문희 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도시철도설계부 부장

서울시 치수과 과장, 서울시 감사담당관 팀장

비상임이사	발언	비중	

●

 2007    2008           2009

31

50 51

발언 비중(단위: %)

이사회	참석률	

●

 2007    2008           2009

94 95 94

참석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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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	

●

소위원회	활동	사항	

●

		독립성	확보||||||||||||||비상임이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간

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비상임이사 후보는 임원추천에서 배제되며 이사회 안건 의결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만의 회의를 개최, 비상임이사가 객

관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도	전문성	확보||||||||||||||코레일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철도산업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해당 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철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현직 이사 간담회 개최와 경영정보의 수시제공으로 합리적

인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추천제도

코레일은 2008년 7월 제56차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추천제도

를 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임원후보는 명확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하에서 선출되

며 후보자 선정과 심사, 절차 및 방법의 공개와 부당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으로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자체평가	프로세스	

●

법조계

2

언론계

1

학계

2

NGO

1

경제계

2

사업소위원회

경영목표, 경영전략 등 정책수립 사항 

신규사업, 영업수송 등 수익 관련 사항

인재육성, R&D 등 신기술 관련 사항

경영소위원회

기술소위원회

이사회

피드백

개선사항 도출

운영계획 반영

운영실적

자체평가

실행

10 CEO 메시지 

14 기업개요

16 경영가치 체계

18 조직 및 계열사 현황

20 주요 사업분야
 
22	 지배구조	현황|||||||||||||||||||||||||||||||||||||||||||||||

26 지속가능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 철도관제센터 방문

전문소위원회	개최실적	

●

 2007    2008           2009

3
2

8

개최실적(단위: 회)

자체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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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기능의 평가 및 관리

이사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안에서 그 기능이 실천적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전반을 ‘잘된 점’과 ‘개선사항’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차기 

년도 이사회 운영계획에 반영합니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를 시행, △ 이

사회활동 참여 및 안건개발, 제안실적 △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개선 실적 △ 합리적 의사결정 및 조직운영 

기여도 △ 정부정책 부합성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비상임이사의 연임 여부를 판

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009 이사회 활동 현황

2009년	이사회	개최	현황

●

상임감사의 역할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출석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견제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사회 출석 시 상임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외부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성실한 수감을 위해 

지적사항 관리 및 예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품질평가(IQAR)를 통해 감사직무 선진화를 추구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이해관계자의 신뢰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시스템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계획

개최횟수(회) 19 16 15 12

참석률(%) 94 95 94 96

심의안건(건)
의결 89 54 53 53

보고 30 27 21 21

	

●

의견 제시율(%)

 2007    2008           2009

23.3
28.5

46.3

상임감사	이사회	활동실적	

●

이사회 출석률(%)

 2007    2008           2009

89.5 90.0 93.3

경영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개선 효과 창출

전략적 파트너십 역할 제고 경영활동 견제 및 지원활동 강화
기업가치 

향상

경영투명성

제고

•강력한 추진체계 및 

    추진동력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

•부패취약분야 집중 

    검토

경영목표

달성 기여

•경영 컨설턴트 역할 

    강화

•경영컨설팅 대상 

    범위 확대

•중점과제 및 

    개선사항 컨설팅

•이사회 적극 참여 및 

    의견제시

•정책컨설팅 활동 

    지속 시행

•전략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의사결정시스템

강화



맞춤형 경영혁신시스템

코레일은 1994년 공공부문 최초 ‘고객중심 경영혁신’을 시작으로 품질경영, 지식경영, 6시그마 등 부단한 

혁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과학적인 경영정보체계, CEO 경영철

학을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목표를 재정비, 비전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신경영	체계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진경영시스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으로

대한민국 1등 공기업을 지향합니다

혁신관련  IT인프라

BSC PMS CRM ERP IRIS YMS 그룹포털 전자조달

<접점부문>

・친절,편리,쾌적 

<비접점부문>

・안전,정확,신속

세계1등 국민철도, 

최상의 철도서비스 

창조

수익

창출 

비용

절감

사회

책임
기술역량 

강화

고객

감동

품질

향상

혁신목표

혁신성과

3P혁신

성과측정

경영혁신 

주요활동

사람의 

혁신

프로세스 

혁신

상품의 

혁신

TPM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눈으로 보는 관리

•품질분임조(QC)활동

•불합리요소 적출 

분임조활동건수 

현장개선건수

6시그마

•전략정합적 과제 추진

•자율과제 추진

•합리적 재무성과 분석

•개선전문가 양성

재무효과 분석 

개선전문가 양성

CS

•CS경영 선진화

•VOC활용 및 확대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 

고객만족도

(PCSI,NCSI 등)

KMS

•1인1지식 활동

•제안실행력 강화

•KORAIL 지식人

•전략학습조 운영 

등록건수 및  

제안 실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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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 경진대회

| 고객서비스 평가시스템

| 6시그마 개선전문가 양성



		고객감동	경영||||||||||||||코레일의 고객감동 경영은 199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1998년 고객서비스헌장

을 제정, 핵심 이행기준을 정하여 계량화된 CS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59개 항목의 핵심이행기준에 대한 평가와 시정 및 보상 내용은 분기별로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

시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2009년 7월부터는 소비자불만자율관리제도(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를 본격 도입하여 고객의 불만을 자발적으로 찾아내 처리하는 조직문화

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시그마	품질경영활동||||||||||||||1997년부터 시행된 기술·안전분야의 품질경영활동은 고객의 정확하고 

안전한 열차이용과 코레일의 운송시스템 효율화의 근간으로써 R-TPM 및 품질분임조 활동 등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총체적 품질경영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도입한 6시그마는 매년 100

여 명의 개선전문가를 양성하여 전사적 품질관리의 핵심역량을 담당합니다. 개선과제의 평가와 공유는 실

행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담당하며 실시간 과제수행 및 승인이 가능한 6시그마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매년 150여 개선과제가 완료되고 3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6시그마 경영이 혁신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삼성화재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공군본부에 대

한 교육 및 강의를 실시하는 등 대외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부

터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에서 경영품질분야의 소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Business 

Excellence Board 에 참여하여 6시그마 사례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

습니다.

		지식경영||||||||||||||1999년 공공기관 최초로 지식경영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의 핵심지식 관

리를 통한 역량강화로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지식경영은 공기업부문 선두주

자로서 연간 5만여 건(지식: 24,347건, 제안: 26970건)의 지식공유과 제안활동이 펼쳐지며, 지식경영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 추천되는 한편 운영사례발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특히, 제안활동은 ‘제안등록’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을 강화하여 전체 등록제안의 18.3%가 일선 현장

에 적용되어 현실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지식경영시스템과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인 ‘ThinkRail’을 개통하였고, 2010년

에는 양방향 지식채널인 ‘KORAIL지식人’을 개통, 지식경영채널의 한계를 넘어 조직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체계 구축운영

코레일은 대한민국의 녹색물류를 책임지겠다는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위해 명확한 책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한 성과관리를 시행합니다. 2009년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 중심의 조직을 강화하고 

고객과 직접 만나는 지역본부의 권한과 실무 부서장 및 팀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

다. 상임이사의 성과계약을 비롯, 본사 각 부서와 지역본부를 책임경영단위로 지정, CEO와 책임경영계약을 

맺어 전략과제별 성과를 상시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실천적 리더십

과 함께 전 임직원에게 목표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가치 

실현을 앞당기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레일 맞춤형 혁신기법과 책임경영체계를 시스템화하였으

며, 경영리스크 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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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제안건수	추이

●	
(단위: 건)

51,547 51,985 51,317

 2007    2008           2009

재무성과(단위: 억  원)

241

323 310

 2007    2008           2009

6시그마	재무성과	창출효과

●	



		경영진의	실천적	리더십||||||||||||||코레일의 경영진은 우리 사회 도로교통정책의 오피니언 리더이자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미래의 핵심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경영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친환경 철도부흥의 사

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난 2008년 국내 정치·언론·문화예술·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CEO의 임금동결(2006년 이후) 및 임원진 임금동결(2008년 이후)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솔선수범

의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조직,	책임	있는	인재||||||||||||||코레일은 상시적인 업무분석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인사권

(팀원선임권, 교육·평가권), 예산권(세목 이하 예산의 변경권, 500만 원 이하 경상경비 집행권, 10억 원 이

하 토목공사비 집행권 등), 업무관련 권한 등을 팀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또한 팀장급 및 현업 소속장을 대상

으로 성과 중심의 리더십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00여 명의 이수자 중 우수자 50여 명을 대상

으로 ‘코레일 핵심 리더’ 인증을 부여하여 이는 코레일 경영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책임경영계약||||||||||||||책임경영계약은 상임이사를 비롯한 본사 실·단장과 지역본부장이 매년 CEO와 체

결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연봉 차등인상과 성과연봉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평

가기준은 △ 영업수지 개선 △ 인력효율화 △ 사업부별 회계분리 △ 계열사 구조개편 등 철도 선진화 과제와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에 따른 핵심 전략 과제 성취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CEO와 상임

이사 간 성과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전국 지역본부장, 현업기관장 및 계열사 사장을 포함하

여 총 42개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책임경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계약	체계도

●

성과관리시스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지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적 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와 함께 

주요 성과검토회의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합니다.

성과평가	체계도		

●

FeedBack

- 인사반영     - 성과급 차등

- 연봉 차등    - 부서 포상

- 전략 롤링, 익년도 사업반영

경영전략, 경영목표

반영

내·외부평가단 구성

평가방향

설정

평가

피드백

내부경영평가 기본방향 설정

내부경영평가 편람 확정

부서별 경영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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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비전·전략

중기 경영목표 

설정

전략 CSF·

KPI 도출

책임계약·

평가지표 및 

목표수준 협의

책임경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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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경영계약 체결

| 성과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위기관리 실태 진단과 평가, 통합관리를 위한 전사적 위기관리체계(ERM)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

는 재무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보강,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유지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FRM)시스템은 재무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서 금융 위기 등 각

종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분석, 최적재무구조 도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코

레일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파생금융상품 자체 평가도구를 확보하고 공기업 최초로 유가(油價) 리

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기경보체계를 정착시키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관리	분야

●

내용

환율위험

•외환위험노출(Exposure), 환율시장 위험관리(VaR)의 정기보고체계 확립

•분기별 재무위험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비방안 수립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비상시 외환스왑의 조기헤지(Rewinding) 허용

금리위험

•부채 듀레이션(Duration), 금리시장 위험관리(EaR)의 수시보고체계 확립

•고정금리 부채와 변동금리 부채의 포트폴리오(Portfolio) 수시변경전략을 수립하여 고정금리  

    비중을 91.5%에서 96.0%로 확대

•국제 신용등급 획득으로 국내 채권시장 불안시에 해외에서 외화표시부 채권을 직접 조달하여 

    위험 분산

유동성 위험

•유동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 자금을 분석하여 관리 기준 700억 원 도출

•유동성 위험 조기경보체제 운영

•유동성 부족 상황을 대비하여 3개 은행과 저금리 6,000억 원의 단기차입 약정실행

신용등급 변동위험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사채 물량소화, 가산금리(Spread)인하, 공사 신인도를 제고

•국제신용등급 : Moody’s(A2),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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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검토	회의	현황

●

구분 개최시기 참석범위 주요내용

경영자

영상회의

짝수달

첫째주

월요일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지역본부장, 

차량정비단장

- 매출실적 분석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발표

- 각종 사업목표 점검 및 독려

경영자 워크숍

홀수달

첫째주

금요일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지역본부장

- 매출실적 분석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토론

- 현안사항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사회 저명인사 특강

공사간부회의
둘째주

월요일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주요팀장

- 선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

- 수익, 비용구조 개선사항

- 기타 주요 경영현안사항 점검 등

경영자회의
셋째주

월요일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지역본부장,

주요팀장

- 정책과제 발표ㆍ토론ㆍ경영전략위원회 및 이사회 상정안건

- 이슈 해결 및 정보공유

본사팀장회의
매월

말일

사장,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본사팀장

- CEO 경영방침 전달

- 팀별 주요 추진실적 및 다음달 계획

- 건의사항 및 아이디어 발표

※ 6월, 12월 제외

현업팀장회의
6월, 12월 

말일

사장, 부사장, 본부장, 

실ㆍ단장, 현업팀장

- CEO 경영방침 전달

- 각종 현안사항 및 공사추진 방향전달

| 경영자 워크숍

| 재무 위험 관리시스템(FRMS)





오늘은 기관사가 되어 보았어요. 

누구나 원하는 곳 어디든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코레일에는 모두 3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이 분들이 

연간 10억 명이 넘는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고 해요. 

우와, 그렇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레일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국민철도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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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주요	이슈

이해관계자의 정의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크게 고객·정부 및 지역사회·임직원·협력사·환

경 등 총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전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세계 1등 국민철도의 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주요	현황	

●		

귀 기울여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KTX 이용고객 연간 3,747만 명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이용고객 연간

   9억 8,284만 명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NGO

•31,033명•2009년 주요협력회사

    5,000여 개사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운행・관리・보급하는 

    사회적 역할

열차이용고객

환경
정부 및 

지역사회, 

NGO

임직원협력사

32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주요	이슈|||||||||||||||||||||

34 핵심 성과지표와 실적 

36 지속가능 뉴스

| 협력회사 간담회

| 환경보호 활동

| 임직원 건강마라톤대회

| 열차이용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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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열차이용고객||||||||||||||코레일의 고객은 정확하고 신속한 이동과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원하는 구매고객

으로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철도시설뿐만 아니라 더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

송,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및 경제·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 모든 이를 포함합니다. 코레일은 고객가치 

중심 경영문화를 형성하고 △ 고객별 세분화 전략 강화 △ 고객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소비자불만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간 추진해 온 고객대표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2009년 12월 현재 임직원은 총 31,033명으로, 영업 14,817명(46.7%), 차량 6,316명

(19.9%), 시설전기 8,075명(25.4%), 관리 등 2,552명(8.0%)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국내 공기업 중 최대 

수준의 규모로서 코레일은 안으로는 임직원에게 행복한 직장을, 밖으로는 사회의 고용창출의 큰 역할을 담

당합니다. 특히 여성인력 및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채용하는 한편 여성 관리직 및 승진인원의 

증가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레일은 다양한 업무특성과 철도운송사업

의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 직원의 안전과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과와 역량 위주의 인사제도 등을 통해 상호신뢰를 기

반으로 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승차권 발매 및 용역, 구매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협

력시스템 하에서 코레일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청령옴부즈만 제도를 비롯하여 CEO 주관 협력사 간담회와 

클린콜(Clean Call) 제도·분야별 청렴계약제도·반부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협력사 직접 방문 모니터

링 활동 등을 통해 공기업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판

로지원(공공구매 및 구매조건부 개발제품), 신제품 공동개발 등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가

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역사회,	NGO||||||||||||||코레일은 벽지노선 열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차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 열차

의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영업적자 요인 중 하나이나, 공공 수송기관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재원확보에 참여하고 있으며 철도업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단체와의 나눔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해 나눔이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이 전세계적 화두가 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

레일은 이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 참여, 환경감사(친환경 수행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철도기술과 운송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이해관계자의 경제, 사회, 환경적 니즈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

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곧 코레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방법

●		

�  고객대표제

�   고객의소리(VOC)

�  고객평가시스템 

�  기업블로그

�   고객만족도 조사

�   CEO 핫라인

�   직무만족도 조사

�   고충처리제도

�   CEO 주관 간담회

�   중소기업청네트워크

�   클린콜

�   방문 모니터링

�   정부기관

�   NGO 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협의회

�   환경네트워크

�   환경철도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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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지속가능경영	리뷰_핵심	성과지표와	실적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의 중대성 평가를 위해 적용된 테스트는 총 5가지로, 사내규범, 관련규범 및 법률, 직

・간접적 경제효과,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분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 발간을 맞은 

코레일은 향후 이해관계자 및 철도전문가의 설문조사와 직접 인터뷰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중대성 이슈 도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

코레일 지속가능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지향가치를 반영합니다

매우
중요

사
외
이
슈��

중요

경제성과

 - 재무구조 개선

 - 영업수익 개선

 - 역세권 개발사업

 - 기술사업 활성화

사회성과

 -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임직원 인권존중 및 만족도 제고

 -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환경·안전성과

 - 산업재해 예방

 -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경제성과

 - 철도중심의 연계 수송체계 투자

 - 철도 노선망 확대 투자

 - 해외사업 수주액 확대

 사회성과

 - 열차이용 편의성

 - 사회봉사활동

 - 지역사회 상생경영 

   (벽지노선 열차운행 등)

 - 협력회사 공존공영 

 - 장애인 생산품/여성기업제품 구매

환경·안전성과

 - 열차사고 감소

 - CO2 배출량 감소

경제성과

 - 열차이용 증대

 - 노동생산성 상승

 - 유류 구입비용 절감

사회성과

 - 열차이용시스템 개선

 - 임직원 자기계발 및 복지후생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안전성과

 - 안전하고 편리한 접객환경

 - 생활 에너지 절약

 - 유관기관 안전협력체계 

경제성과

 - 철도투자 확대

 -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 다원사업 활성화

 사회성과

 - 고객가치 창출

 - 노경관계 선진화

 - 사회형평적 고용

 - 청렴한 조직문화

 - 공정거래 준수

환경·안전성과

 - 안전관리 선진화

 - 토양환경 및 소음 관리

매우
중요

사내이슈�

32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주요 이슈

34	 핵심	성과지표와	실적||||||||||||||||||||||||||||||||||||	

36 지속가능 뉴스

| 이해관계자 지향가치에 기반한 비전

� 사내이슈

- 철도수송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내 주요 정책 및 비전과 전략

�� 사외이슈

- 코레일의 정책과 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정세 및 국민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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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지표별 실적

코레일은 BSC(Balanced Score Card) 및 KOVIS�를 통해 경제·사회·안전환경 부문별로 핵심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도 수송분담확대, 사업다각화 역량 강화, 운송효율 및 안전 체계 강화를 통한 내실성장과 글로벌 

기업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의 핵심 성과지표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경영활동

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지표 2007 2008 2009

경제

성장성 1인당 매출액(억 원) 1.09 1.12 1.12

안정성 부채비율(%) 72.0 73.8 88.8

수익성 ROE(%) 1.61 5.58 6.58

효율성 연도별 비용절감 실적(억 원) 1,425 1,497 1,571

기업가치
기업브랜드(순위) 52 83 49

브랜드 사용료(억 원) 26.4 21.5 25

혁신경영

지식・제안등록(건) 51,547 51.985 51,317

6시그마 과제수행(과제수) 98 185 180

경영개선 전문가 양성 241 373 301

창조경영
해외사업매출액(억 원) 8 8 2.5

테마관광상품수익(억 원) 125.5 174.2 229.4

사회

고객

공기업고객만족도(PCSI)(점) 86.20 82.80 88.10

여객열차정시운행률(%) 96.86 96.37 97.60

VOC처리만족도(점)

(’09년도부터 점수체계 변경)
82.0 85.4 76.0

임직원

장애인 고용(명, %) 702/3.60 785/3.50 732/2.36

여성인력고용(명, %) 2,651/8.10 2,605/8.10 2,491/8.00

조직문화지수(점) 66.40 72.74 72.15

교육인원(명) 118,504 124,613 127,567

윤리경영

청렴지수(10점 만점) 9.01 9.31 8.93

사이버윤리교육 이수율(명, %) 10,732/71.00 9,180/104.00 16,954/160.00

기타 윤리교육 이수율(명, %) 12,621/54.00 101,752/404.00 72,600/646.00

협력사

건의사항(건) 23 10 22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억 원) 5,784 4,494 8,810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억 원) 153 143 149

구매조건부 개발제품 구매액 (억 원) 45 133 279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1인당 시간) 13.03 14.03 9.32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억 원) 19 11 11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억 원) 312 421 542

환경

·

안전

환경

전철화율(%) 53.60 54.50 55.90

소음(낮/밤), dB) 58/56 59/57 59/57

친환경상품 구매율(%) 71.90 69.50 80.30

안전
운전사고(건/백만km) 0.25 0.23 0.19

인적사고(명/백만km) 1.10 0.94 1.01

� KOVIS (KORAIL Vision & Innovation System) 

- 코레일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ERP)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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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속가능	뉴스(주요이슈	참여	등)	및	외부기관의	평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 취임

허준영 사장이 지난 3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12

월 진행된 공모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허준영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레일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며 “철도가족이 똘똘 뭉쳐 총체적인 대응체제를 구

축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사장은 이를 위해 철도선진화와 고객감동, 지속가능한 

성장추구, 조직 체질 개선 등을 주요 경영방향으로 제시하고 영업수익 증대와 비용절감, 인력운영 효율화와 

자회사 경영효율화, 사업단위별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녹색철도 성장전략 및 비전 선포

코레일은 국가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세계 1등 국민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철도 성장’

을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은 △ 사업영역을 현재의 여객ㆍ물류 등 철도운송사업 중심에서 문화생활서비스ㆍ종합물

류ㆍ국내외개발 등 연관 사업까지 확장, 2012년까지 매출액 5조 1,000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 실현과 

함께 글로벌 녹색문화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 2012년까지 차질 없는 영

업흑자 실현을 위해 해외사업과 물류복합환승센터, 역세권개발 등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신사업에서

만 1조 4,000억 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됩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역북부 일원을 국제회의ㆍ문화ㆍ비즈니스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4월 23일 이사회

에서 승인됨에 따라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는 서울시 중구 봉래2가 122번지 일대 55,535㎡ 일대에 21세기 신산업 성

장동력인 국제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근대문화유산인 옛 서울역사를 보전해 시민소통의 광장으로 조성하

는 등 서울역을 문화ㆍ역사ㆍ관광ㆍ교통 편리성을 겸비한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의 국제교류단지로 개발하

는 사업으로서 약 2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철도사업 진출 적극 행보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지난 5월 15일 러시아 상트페티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총회에

서 만장일치로 차기 UIC 아시아의장에 당선됐습니다. UIC 아시아의장은 아시아 19개국 30개 철도기관의 

대표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국의 총의를 모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산을 수립

할 권한을 가지며, 유럽을 포함한 전체 UIC에서는 집행이사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취임과 더불어 허준영 사

장은 11월에 열린 ‘고속철도 워크숍’과 ‘UIC 아시아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해, 한국철도의 위상을 더

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13일 허준영 사장은 카자흐철도공사와 포괄적 철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 

대륙횡단철도노선의 공동개발 △ 카자흐스탄의 물류운영현대화 △ 인프라건설 및 운영 시 한국철도공사의 

참여 △ IT기술에 기반한 철도운송시스템의 공동발전 도모 등을 협의한 이번 협력으로 코레일과 카자흐철도

공사는 양사 간 직원 상호방문, 초청 교육 및 공동시장조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코레일은 향후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전반의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09 지속가능경영,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32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주요 이슈

34 핵심 성과지표와 실적
	
36	 지속가능	뉴스|||||||||||||||||||||||||||||||||||||||||||||||

| UIC아시아 총회 주재

| 허준영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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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자율관리제도(CCMS) 도입 및 인증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4월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소비자불만 관리를 훌륭

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만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

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코레일은 △ 주요 VOC를 임원회의에서 직접 토의하여 개선하는  CS 위원회 운영 △ VOC 뉴스를 통한 전

사적인 관심 유도 △ 접점직원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인증제 시행 △ 체계적인 고객 소리 청취

(VOC)시스템 및 정책반영 등의 활동이 평가위원으로부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CEO의 고객지향적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사적인 관심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바일 승차권 시대 개막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철도승차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승차권이 지난 1월부터 서비

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이용고객은 휴대전화에서 철도승차권 예약 전용 프로그램만 다운받아 설치하면 

KTX는 물론 새마을ㆍ누리로ㆍ무궁화호 열차시간 조회부터 승차권 예매와 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을 기점으로 모든 통신사의 고객이 모바일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협력회사 상생경영 강화

지난 6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코레일과 협력관계에 있는 300여 협력회사의 대표를 초청, ‘협력회사

와 함께 세계 1등 국민철도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력회사 대표들로부터 사업상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직접 경청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코레일과 협력회사는 상생

경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1등 국민철도를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공공구매론 서비스를 위한 계약 및 계좌정보 확인 등 기존 수작업 업무가 모두 전산화돼 중소기업공공

구매론 사이트와 연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코레일과 계약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계약부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생산ㆍ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 금융지원 서비스로, 계약금액의 80%까지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CCMS 인증

| 모바일 승차권

| 협력사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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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기업, 윤리적인 코레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코레일이 ‘제3기 청렴학교’ 운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청렴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직무별 청렴 맞춤교육을 통해 코레일의 청렴문화 확산에 밑거름이 되어 온 청렴학교는 코레일 각 소속의 청

렴지킴이, 청렴업무 팀장 및 담당자, 계약관리업무ㆍ각종승인업무ㆍ재산임대업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맞

춤형 청렴교육으로 ‘동영상 교육’, ‘외부 전문가 및 사내 강사 특강’, ‘공개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해 부패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참여식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4월 제2기 청렴지킴이 731명을 새로 임명,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코레일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로비에 설치된 고객평가시스템(CES, Customer 

Estimation System)을 통해 코레일 청렴도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ES는 코레일을 방문한 고객이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담당직원의 친절성ㆍ공정성ㆍ청렴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코레일은 전국 26개 각 지역본부ㆍ차량정비단ㆍ사무소 등에 총 31대의 단말기를 설

치해 고객평가시스템을 일제히 실시하고 10개 항목에 걸친 고객평가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 서비스 수준

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Eco-mobility

친환경 운송수단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6월부터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실

시하고 서울 도심과 남양주, 양평군 등을 연결하는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중에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자전

거 휴대가 가능하고,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기차타기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 생명의 숲 가꾸기 열차 △ 시골역 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녹색탄소계산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차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비교해 열차를 이용할 때 소나무 심는 효과를 계산해주는 서비스로서 코레일 홈페이

지(www.korail.com)나 물류정보홈페이지(logis.korail.go.kr) 에서 ‘녹색탄소계산기’ 배너를 클릭한 후 출발

역과 도착역을 입력하면 열차와 자동차 각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함께 소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코레일은 생활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실천

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녹색생활실천 추진 및 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이며 철도 

녹색생활실천 추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 녹색생활실천은 생활쓰레기 10% 감량과 생활에너지 10% 

절약을 목표로 녹색생활실천수칙(△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4층 이하 계단이용하기(±4), △ 녹

색생활컵 사용하기 △ 여름 No! 타이, 겨울 Yes! 내복 △ 컴퓨터 쓰지 않을 때 전원 차단하기 △ 점심시간 조

명, 냉・난방기 끄기 △ 이면지 재사용하기 △ 퇴근 시 전원 플러그 차단하기를 정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고 있습니다.

32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주요 이슈

34 핵심 성과지표와 실적
	
36	 지속가능	뉴스|||||||||||||||||||||||||||||||||||||||||||||||

| 청렴 홍보대사 위촉

| 클린 코레일 페스티발

| 자전거 열차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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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 

코레일은 경기도 및 한국관광공사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다양한 철도문화상품 개발과 철도의 세계화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8월 경기도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첫 결실인 'KTX타고 DMZ투

어' 열차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날 경부ㆍ호남선 열차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제3땅굴, 도

라산전망대, 임진각과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 DMZ 주변의 관광지를 관람했습니다. 한편 10월에는 한국관광

공사와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다문화 가정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철도관광상품 체험 

기회 확대와 상호협력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10월 27일(화) 오전 10시에 국토해양부를 비롯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와 함

께 녹색성장시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레일과 4대 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철도중심의 물류수송체계를 갖춰 물류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감소

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게 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철도수송 실적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녹색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기업이 물류를 철도운송으로 전환 시 톤킬로당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효과를 운임 할인과 연계할 계획으로, 철도화물 수송분담률 1% 증가 시 연간 3,000

억 원의 기업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기관의 평가

•교통기관 최초 ‘대한민국 로하스(LOHAS)’ 인증

•공기업 최초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 인증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10년 연속 수상

•국가생산성대회 부문대상 3년 연속 수상

•코레일주부봉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수상

•한국경영대상 녹색산업 부문상 수상(CEO)

•여성1호상 수상(고객가치경영 실장)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최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제 검증 획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7년연속

•CF ‘타자! 기차를’ 매경광고대상 TV부문 금상 수상

•사보 「행복＋」, ‘2009 스티비 어워드’ 수상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UIC 아시아 총회 개최, 세계고속철도워크숍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 조사 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

| 관광 활성화 협약

| 철도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 녹색물류 협약

| 세계고속철도 워크숍



성장철도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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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기차와 기차역뿐만 아니라 더 멀리 뻗어나가는 

문화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코레일은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고, 

더욱 풍요로운 국민의 생활을 이끌어나갈 거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분들이 있답니다.

성장철도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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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A) 2008년 (B) 증감액(A-B)

 영업손익 △6,861 △7,374 513

  영업수익 35,288 36,314 △1,026

  영업비용 42,149 43,688 △1,539

 영업외손익 17,257 15,044 2,213

  영업외수익 24,791 25,937 △1,146

  영업외비용 7,534 10,893 △3,359

 세전순이익 10,396 7,670 2,726

  법인세비용 3,910 2,530 1,380 

 당기순이익 6,486 5,140 1,346

코레일은 국내 기업 중 자산규모 기준 19위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 합리적인 재무예산관리시스템 구축 △ 자산운용수준 개선 △ 합리적 예산집행 △ 성과중

심의 예산 및 배분, 관리 등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신규사

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지표

●

 구분 항       목 2007년 2008년 2009년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14 1.71 △2.83

  순이익증가율(%) 125.34 285.64 26.19

  1인당 매출액 및 증가율(억 원/%) 1.09 1.12/2.75 1.12/-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0.94 3.21 3.49

  매출액순이익률(%) 3.73 14.15 18.38

  당기순이익 및 증가율(억 원/%) 1,333 5,140/285 6,486/26.19

 안정성 부채비율(%) 72.0 73.8 88.8

  유동비율(%) 96.4 90.0 72.5

주요 경제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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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

2009	사업별	영업수익	현황	(단위: 억 원)

●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A) 2008년 (B) 증감액(A-B)

 자산  186,110 160,075 26,035

  유동자산 14,114 12,818 1,296

  비유동자산 171,996 147,257 24,739

 부채  87,547 67,963 19,584

  유동부채 19,462 14,238 5,224

  비유동부채 68,085 53,725 14,360

 자본  98,563 92,112 6,45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

(단위:%)

 2007    2008           2009

∆19.4∆20.3
∆18.0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

(단위:%)

18.4

14.2

3.7

 2007    2008           2009

(단위:%)

총자산대비	순이익률

●

3.53.2
0.9

 2007    2008           2009

일반철도

4,668

광역철도

5,482
화물사업

3,241

수탁사업

8,090

다원사업

917

PSO�

2,707

기타

7

고속철도

10,176

35,288

� 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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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A) 2008년 (B) 증감액(A-B)

 자산 유동자산 14,114 12,818 1,296

   당좌자산 12,124 10,750 1,374

   재고자산 1,990 2,068 △78

  비유동자산 171,996 147,257 24,739

   투자자산 17,705 7,324 10,381

   유형자산 125,620 126,083 △463

   무형자산 324 350 △26

   기타비유동자산 28,347 13,500 14,847

  자산총계 186,110 160,075 26,035

 부채 유동부채 19,462 14,238 5,224

  비유동부채 68,085 53,725 14,360

   사채 53,871 37,698 16,173

   장기차입급 8,726 10,944 △2,218

   충당부채 5,337 4,949 388

   기타비유동부채 151 134 17

  부채총계 87,547 67,963 19,584

 자본  자본금 96,422 96,412 10

   자본조정 △67 △49 △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9 598 △19

   이익잉여금 1,629 △4,849 6,478

  자본총계 98,563 92,112 6,451

  부채및자본총계 186,110 160,075 26,035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A) 2008년 (B) 증감액(A-B)

 영업수익 35,288 36,314 △1,026

  운송사업 26,281 27,880 △1,599

        여객 20,326 21,361 △1,035

        화물ㆍ기타 3,248 3,857 △609

        PSO 2,707 2,662 45

  다원사업 917 819 98

  수탁사업 8,090 7,615 475

영업비용  42,149 43,688 △1,539

영업손익  △6,861 △ 7,374 513

영업외수익 24,791 25,937 △1,146

영업외비용 7,534 10,893 △ 3,3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396 7,670 2,726

법인세비용 3,910 2,530 1,380

당기순손익 6,486 5,140 1,346

주요 경제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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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성과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경영환경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환경과 에너지 위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철도산업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재조명은 한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공시와 함께 철도의 확충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철도 역

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기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코레일도 철도의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은 수익구조 다변화와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효율화와 경영구조 개선을 추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1등 국민철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가구조가 취약한 철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재무정책 로드맵

은 ‘세계 1등 국민철도’의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분야별 전략 로드맵과 연계되어 재무계획의 세부목표를 구

체화하고 실행력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철도교통의 역할이 증대되고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재 KTX 등 기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한편 국제철도 및 자산개발사업의 추진과 적

극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자립형 수익중심의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재무위험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기업형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코레일	중장기	로드맵	

●

자립형 수익중심 경영으로

지속성장의 기틀을 만듭니다  

2009년 현재

2009년 현재

201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

2012년

철도

연변부지개발

종합문화생활 

사업

복합역사
민자역사

철송산업 

복합운송

사업 

[육운]
택배+창고

[해운]
연안/국제

항공운송종합물류사업
여객사업

KTX+일반+광역

현재
철도공사 

기술지원

기술수출

해외사업투자

철도+렌터카+

자전거

글로벌 
녹색문화

서비스 기업

역세권개발

철도+렌터카+

자전거+버스+

항공

42 주요 경제성과

45	 중ㆍ장기	로드맵|||||||||||||||||||||||||||||||||||||||||||

46 사업별 영업실적 

52 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사업구조	분석

●

기술사업

Star

Cash cow Dog

Problem Child

여객

시장점유율(Relative Market Share)

시
장

성
장

률
(M

arket G
row

t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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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수탁

물류

역세권

20%

10%

0%
고 저중(25%)

2009 2012

해외

(원의 크기는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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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   

코레일은 △ KTX 중심의 수송체계 개편을 통한 수익창출 △ 현장 중심의 공감경영활동 강화를 통한 현장경

영 △ 역 및 승무사업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 문화와 감성을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철도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사업이 안고 있는 운송사업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증대 모델 개발을 통해 수송수요와 수익의 확

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객사업	수익확대	추진모델

●

  핵심 성과||||||||||||||코레일은 매년 교통시장 연구를 바탕으로 고객이용 패턴과 고객만족도를 분석, 최적의 

열차운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송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KTX와 KTX 산천의 경우 수요증

가 및 공급량 한계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노선별・요일별・시간대별 수요에 따른 열차운

행 패턴을 변경하여 수송수익 증가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장기	KTX	운행전략

●

사업별 영업실적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가치 향상,

철도가 만드는 부가가치는 무한합니다

목표

목표

목표

사업범위

사업범위

사업범위

매출 1조 8,670억 원

KTX 수송분담률 6.39%

매출 2조 602억 원

KTX 수송분담률 7.45%

매출 2조 1,561억 원

KTX 수송분담률 7.38%

1단계
(2009~2010년)

열차 운행체계 

재정립

2단계
(2011년)

KTX 수혜지역 

확대

3단계
(2012년~)

철도중심의 

교통연계

 KTX

여행
포탈

일반
열차

환승직결
운행 

 KTX

여행
포탈

일반
열차

환승직결
운행 

 KTX

여행
포탈

일반
열차

환승직결
운행 

지원관계 보완관계 잠재적 진출사업 신규사업 준 중핵사업 중핵사업범럐례

구분 2009 2010 2011 2012

KTX(회) 181 206 316 316

KTX 산천 도입차량(편) 6 13 5 추가검토

KTX 수송분담률(%) 5.62 6.39 7.45 7.38

42 주요 경제성과

45 중ㆍ장기 로드맵

46	 사업별	영업실적||||||||||||||||||||||||||||||||||||||||||| 

52 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 KTX 전용 광명역

| 누리로

| KTX 중심의 열차운행 체계

| 무궁화호



이에 따라 코레일은 고객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경부선 막차 및 첫차시간 조정으로 연간 40억 600만 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설 및 추석, 하계 특별대수송기간 중 전략적 수송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익을 

달성, 1,836억 900만 원의 영업수익 증대와 지역축제 및 공무원 시험일 KTX 특별 운행으로 8,924만 원의 

수익증대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KTX 개통 5주년 전략홍보를 통해 KTX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잠

재고객 및 비수기 수요유치를 위한 다양한 신규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

로 새마을 이하 모든 열차를 연속 7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Rail-路) 티켓의 적극 판매와 홍보

를 통해 전년 대비 86% 상승한 13억 3,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채산역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고 이용객이 적은 역을 대상으로 운전취급 자동화�, 무인자동화, 열차정차횟수 감축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운영의 단계적 효율화를 통해 2009년 

63명의 인력효율화와 259억 원의 경영개선 성과를 창출했으며 안내업무 및 시설자동화를 통한 업무프로세

스 개선과 병행추진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안전성 또한 제고했습니다.

이는 △ KTX 산천 시운전 및 교육 고속철도 지원 △사상사고처리 규정 개정 및 기관사 보호조치 마련 △ 기관

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보완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역	및	인력효율화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

●

고객지향의 서비스로 운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와 역사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 서비스를 통

해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철도를 통해 글로벌 녹색문화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KTX수송증가	현황

●

수송량(단위: 천 명)

37,315
38,015 37,477

  2007       2008           2009

� 운전취급 자동화

- 한 개의 역에서 3~5개 역을 일괄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취급 자동원격제어 및 신호설비를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 및 운전, 수송, 역

무실을 통합하여 인력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07 2008 2009

효율화

대상역수(개)

무인화 13 18 16

격하 15 17 29

정차횟수감축 90 36 25

폐지 10(0) - -

계 128 71 70

인력효율화(명) 62 77 63

경영개선효과(억 원) 180 209 259

이와 함께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철도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가

발권(SMS티켓, 홈티켓, 모바일티켓, 자동발매기) 비율을 50% 이상 향상시켜 승차권 발매비용을 43억 원 

절감, 승차권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비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창구업무를 신

규사업 및 고부가가치 업무에 투입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상품개발 및 수익다변화||||||||||||||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철도여행 상품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철도여행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관광상품 중장기 계

획을 마련하여 매년 새로운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가 많은 기존 관광상품을 철도여행 테마

상품군으로 선정, 관리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레일크루즈 ‘해랑’, 와인열차 및 정선 아리아리열차 등 다양한 테마로 신규 수요를 창출, 관광수입

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229억 4,300만 원을 달성했으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신상

품 개발 운영, 계절별 임시 관광열차를 활용한 수익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46 _ 47

| 와인열차

| 자전거열차

테마상품	운영실적(정기열차	및	임시열차)	

●

매출액(단위: 억 원)

 2007    2008           2009

125

17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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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

며 ‘대전과학체험’, ‘DMZ 생태체험’, ‘팔도장터’, ‘새만금투어’ 등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 임직원의 영업마인

드 고취와 수익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도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외국인 

유치 및 다양한 연계승차권 운영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행포털사이트 활성

화로 최상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익관리시스템(YMS, Yield Management System)||||||||||||||2009년 열차가 운행되는 시점의 수요

를 예측하여 전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좌석 판매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인 YMS의 최적화와 매뉴얼 업

그레이드를 통해 연간 348억 원 이상의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수송수요가 급

증하는 시간대와 구역구간 그룹별 수요, 고객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수익관리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좌석당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YMS의 사용방법을 비롯한 해외운영사례, 수익관리 운영 시 필요한 자료

의 매뉴얼화를 통하여 수익관리자 인력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역사업

광역철도망 10개 노선 중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경의선 등 5개 노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출퇴근 고

객들의 시간가치 욕구를 반영하여 급행전동열차의 운행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경인선 급행전동열차의 1

일 운행횟수는 213회로서 수송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성과||||||||||||||서울시 버스(2004. 07. 01부터)와 경기도 버스(2007. 07. 01부터), 인천시 버스(2009. 

10. 10부터)와의 통합요금제 시행 및 MS(Magnetic Strip, 종이형)와 RF(Radio Frequency, 카드형)로 이원

화된 전철승차권을 2009년 9월부터 RF승차권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94%의 고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

으며, 승차권 발매, 충전, 정산 등의 모든 매표관리 업무를 역무자동화기기로 전환하여 역 운영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의 역 관리와 상품판매 업무를 결합하는 통합서비스역을 현재 180개 역 중 

33개 역에서 운영함으로써 역의 기능 개선과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의선, 중앙선의 차장승무생략, 전동차 검수주기 개선,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2009년 326명의 

인력을 효율화하였으며, 2009년 영업수익은 5,482억 원(PSO 포함시 6,28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목표

목표

사업범위

사업범위

사업범위

매출 7,106억 원

수송분담률 7.59%

매출 7,957억 원

수송분담률 8.37%

매출 8,451억 원

수송분담률 8.93%

1단계
(2009~2010년)

광역철도 효율화

2단계
(2011년)

광역철도 고속화

지원관계 보완관계 잠재적 진출사업 신규사업 준 중핵사업 중핵사업범럐례

광역
철도

경전철
수탁사업

중장비
수탁사업

좌석형 
급행열차

관광사업
확대

광역
철도

경전철
수탁사업

중장비
수탁사업

관광사업
확대

좌석형 
급행열차

광역
철도

중장비
수탁사업

관광사업
확대

좌석형 
급행열차

경전철
수탁사업

3단계
(2012년~)

광역철도사업

다각화

42 주요 경제성과

45 중ㆍ장기 로드맵

46	 사업별	영업실적||||||||||||||||||||||||||||||||||||||||||| 

52 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 전동열차

| 수도권전철 이용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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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

코레일의 물류사업은 현재의 운송위주 사업구조에서 창고업, 하역업, 간선택배업 등 물류 신사업 진출을 통

해 2012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ㆍ녹색물

류사업, 종합물류사업 영역확대, 물류운송시스템 혁신, 복합일관운송시스템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2009년을 녹색물류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성과||||||||||||||물류부문 녹색철도 성장전략 수립과 병행하여,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국책 연구기관 등

이 참여한 “철도물류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

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녹색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물류정책 기본법」 등 물류관련 법제화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육상교통수단(화물자동차 등)의 유가보조금, 고속도로 심야할인 등으로 상대적 

불평들을 겪고 있던 철도물류에 처음으로 철도전환수송 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0년 정부예

산(안) 계상함으로서 철도물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철도물류 성장동력인 물류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신규 컨테이너 기지(2개소), 물류 

창고(1개소) 등 조성하였고, 화물취급역 정비(30개역), 화물열차 운행개편, 화차 검수시시스템 개선 등 원가

절감형 수송체계 구축으로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km/h이상 고속화차로 편성된 고정편성열차 

확대운영, 열차단위 판매상품인 Block Train� 4회 추가신설, 수송자원(열차, 화차 등) 활용 극대화를 위한 화물

수송최적화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철도운송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량 감소여파로 2009년 물류매출액은 3,241억 원(전

년대비 �15.7%)으로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계획||||||||||||||하역업 확대, 창고업 신규진출 등 사업영역 다각화로 종합물류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하역장비 운영업ㆍ간선택배업 등 물류사업 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일 RSR��활성화, 복합일관운

송체계강화,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철도인입선 우선건설 대상을 반영하여 철도물류 수송완결성 강화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 4,692억 원

수송분담률 8.2%
(125억 톤km, 5,000만 톤)

매출 5,613억 원

수송분담률 10.5%
(162억 톤km, 6,400만 톤)

매출 6,591억 원

수송분담률 15.0%
(237억 톤km, 9,300만 톤)

목표

목표

목표

사업범위

사업범위

사업범위

1단계
(2009~2010년)

친환경 물류기업

2단계
(2011년)

친환경 

종합물류기업

지원관계 보완관계 잠재적 진출사업 신규사업 준 중핵사업 중핵사업범럐례

3단계
(2012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철도
운송 항만

터미널

장비
임대사업

하역
사업

택배
사업

국제물류
주선업창고

사업

종합
물류

철도
운송 항만

터미널

장비
임대사업

하역
사업

택배
사업

국제물류
주선업

창고
사업

종합
물류

철도
운송 항만

터미널

장비
임대사업

하역
사업

택배
사업

국제물류
주선업

창고
사업

종합
물류

| 컨테이너 적하 작업

| 컨테이너 수송열차

� B/T (Block-Train)

-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구간을 도중역 정차 없이 직통운행하는 고객맞춤형 화물열차입니다.

   ※ 현재 경부축 18개열차 운행 중

�� 한일 RSR서비스(KoreaㆍJapan Rail-Sea-Rail Service)

- 국내는 고속화물열차를 이용(의왕ICD ⇔ 부산지역CY)하고, 해상운송은 고속훼리를 이용(부산항 ⇔ 하카다항)하며, 일본 내륙에서는 다

시 철도를 이용하는 국제복합일관 운송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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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사업

운송사업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과 계열사 경영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습

니다. 코레일은 다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책임제를 실시하

고 사업 및 해외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열사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

가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 9개사에서 5개사로 축소, 계열사의 경영효율화와 함께 자립경영의 기반을 확보했

습니다. 

  핵심성과||||||||||||||2009년 코레일의 다원사업 영업수익은 917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2% 상승률

을 보이는 한편 계열사 경영효율화를 통한 매출액 45% 상승, 영업이익 316% 상승을 달성했으며 부채비율

을 전년 대비 18% 개선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원사업	수익	증가율	및	계열사	매출액

●

 

2009년 7월 녹색철도 성장전략안이 수립됨에 따라 코레일은 고유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코레

일-계열사 간 전략적 업무공조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역세권 개발 등 장기수익형과 로드사이드 개발 등 단기수익형으로 사업개발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이를 통

해 현재 2012년 영업수익 4,009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2,224억 원

로드사이드개발사업 진출

매출 2,447억 원

호텔및 외식사업 진출 

매출 4,009억 원

문화생활서비스사업 진출

목표

목표

목표

사업범위

사업범위

사업범위

1단계
(2009~2010년)

2단계
(2011년)

지원관계 보완관계 잠재적 진출사업 신규사업 준 중핵사업 중핵사업범럐례

3단계
(2012년~)

역세권
개발

철도
연변

민자
역사

로드 
사이드

오피스
개발

호텔외식
사업

복합역사

역세권
개발

철도
연변

민자
역사

로드 
사이드

오피스
개발

복합역사

역세권
개발

철도
연변

민자
역사

로드 
사이드

오피스
개발 쇼핑

센터

호텔외식
사업

복합
(민자)
역사

2007 2008 2009

다원사업 영업수익(억 원) 881 819 917

계열사 매출액(억 원) 3,641 4,265 6,200

계열사 당기순이익(억 원) 65 27 113

계열사 부채비율(%) 263 262 215

42 주요 경제성과

45 중ㆍ장기 로드맵

46	 사업별	영업실적||||||||||||||||||||||||||||||||||||||||||| 

52 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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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외에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사내벤처제도를 이용, 신규사업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코레일 사내벤처운영규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사업공모는 총 9차례 진행되었으며 이 중 

6건의 사업을 발굴, 추진 중입니다. 2009년에 시행된 공모에서는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폐기

물  자원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사내	벤처사업	추진실적

●

 리스크관리 및 사업성과책임제||||||||||||||녹색철도 성장전략에 따른 다원사업 추진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됨

에 따라 사업심의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성과책임제 추진으로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

습니다. 출자회사 관리감독 관련 및 사내 벤처사업 선정 등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해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계

획을 심의하여 예산집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사 업 명 주요 추진내용

철도차량 인공어초 연 5,000만 원의 특허수수료 수익창출 및 어업경제활성화

KTX캐릭터 상품화사업 캐릭터판매수익(1억 1,000만 원)창출 및 기업이미지 제고 

테마펜션 열차사업 폐차량을 활용한 수익(1억 1,000만 원)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다지형침목 특허실용화 특허실시료 수익창출 및 선로안전도 향상

자원재생사업 공사발생폐유정제로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친환경기업이미지 제고

폐기물 자원화사업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생산・판매로 수익창출 및 녹색철도 이미지 제고 

녹색철도	성장전략	핵심	성과지표

●																																																																																																																																																																																			(단위: 억 원)

 향후계획||||||||||||||코레일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원사업의 인프라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개정과 교

육 및 인력교류 등 학습 및 성장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러한 노력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 제·개정은 총 6건으로서 특히 2006년

부터 추진되어 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면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의 복합적이고 입

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다원사업 추진이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

자산 활용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역세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

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개발과정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 이수(부동산학과, 경영학과 등 전공), 6시그마 자격 취득을 유도하여 다원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양

성, 향후 다원사업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중장기	역세권개발	계획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다원사업수익(영업+영업 외) 4,720 18,881 22,650 30,710

다원사업 영업수익 881 819 917 2,224

단계 개소 개발시점 대상역

Ⅰ단계(진입) 7 2005～2010 용산역(2006착수), 서울역북부, 성북역, 수색역, 대전역, 동대구역, 인천역

Ⅱ단계(확장) 9 2011～2016
부산역, 춘천역, 오류동역, 진주역1단계, 익산역, 순천역, 안동역, 

강릉역, 가야역

Ⅲ단계(안정) 8 2017년 이후 정동진역, 김천역, 군산역, 진주역2단계, 동래역, 제천역, 영주역, 광주역

합 계 24

| KTX 캐릭터 전문매장

| 테마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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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재무위험관리시스템

코레일은 환율, 금리, 유동성 등 재무 관련 주요 위험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무위험관리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에 걸쳐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금

융공학 기법을 통해 추정 재무제표와 재무계획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적정유동성산출 관리를 개선하여 유동

성위험 통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VaR에서 EaR로 재무리스크 측정기준을 변경하여 운송서비스업의 

특성에 적용도를 높이고 실시간 재무위험의 측정 및 보고, 통제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적 분석기법을 반영한 재무위험관리체계의 시스템 수준이 향상되어 재무위험관리 정보의 전

사적 공유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전사적 위험관리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의 자금조달역량

코레일은 전략적인 공사채발행과 함께 채권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자금조달원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

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기존 발행채권을 동일한 금리와 만기구조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Reopening 방식을 공기업 최초로 도입, 저금리 조달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특

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해외직접 조달에 성공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글로벌 자금조달 역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금융비용 절감은 주요공기업 평균 조달금리 대비 49억 원입니다.

자금조달	현황

●																																																																																																																																																																																		(단위: 억 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무관리로

위험 축소와 수익 극대화를 꾀합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계획

기초 현금 1,090 3,544 5,820 3,542

자체수익 35,817 40,269 39,187 41,159

정부지원금 10,586 9,969 6,348 7,224

차입금 11,683 16,463 32,544 22,796

합 계 59,176 70,245 83,899 74,721

금리위험값(EaR금리)

●

 2007      2008             2009

15

11

(단위: 억 원)

33

42 주요 경제성과

45 중ㆍ장기 로드맵

46 사업별 영업실적

52	 안정적인	경제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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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계획 개선 및 EVA관리체계 구축

금융비용의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금융공학적 분석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2006년 적정차입금 구조검토,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2008년 경영전략수정안,  2009

년 공항철도 인수(부채규모 증가액 전년 대비 1조 4,672억 원 증가한 7조 3,465억 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편, 책임경영기반으로 책임단위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성과측정을 하고 

핵심가치동인(KVD)요인분석과 EVA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위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지표	관리

●

강도 높은 자구노력

코레일은 재정자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칩니다. 2009년 코레일의 당기순이익은 6,486억 

원으로서 전년도 5,140억 원에 비해 1,34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수익은 다각적인 수익증대  노력에도 불

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ㆍ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026억 원(2.8%)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은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성과상여금 지급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39억 원(3.5%) 개선하였

습니다. 영업외순익은 용산역세권 3차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1조 7,257억 원을 실현

하였습니다.

  인력	및	열차운용	효율화||||||||||||||시설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2,411명 감축), 업무프로세스 개선(987명 

감축), 비핵심업무 위탁(1,717명)을 통하여 총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전사적	경비절감||||||||||||||비용절감 실적 우수자 포상 및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하여 비용절감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 작업시간 외 기관차 기관 정지 및 경제운전을 통한 동

력비 절감 및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교체, 변전소 최대전력 억제, 공용차량 운행 30% 축소 운행 등을 추진

하고 상시적으로 에너지 절약제안을 접수하여 임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과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은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요인 하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활동과 재무

구조 개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로 수익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300

4,200

3,000

1,800

5,100

4,300

11,316

11,470

9,332

11,833

10,986

(단위: 억 원)

중장기	전략계획에	따른	부채상환계획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VA ▲16,226 ▲17,553 ▲7,548 ▲ 6,798 ▲ 4,889 ▲ 5,937 ▲ 4,436

 2007    2008           2009

1,425
1,497

1,571

매출액(단위: 억 원)

비용절감	실적

●

      





코레일의 직원들은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가운데에 두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고객감동을 위해 직원들은 언제나 새롭게 교육을 받고, 

청렴하게 일하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잊지 않는답니다. 

철도로 행복한 세상, 코레일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행복철도

세계 1등



 

코레일의 사회적 성과는 크게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실천 지표로 평가됩니다. 고객감

동부분에서는 고객감동경영정책 및 서비스 역량 등을 가장 주요한 이슈로 두고 있으며 임직원 만족경영부

분에서는 복리후생 증진, 열린 대화채널, 자기계발 및 역량계발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신뢰경영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윤리경영시스템 등 또한 사회적 성과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 고객감동경영 △ 임직원만족경영 △ 

협력사 신뢰경영 및 윤리경영 △ 나눔경영으로 나누어 성과와 추진전략을 보고하겠습니다.

고객감동

경영

●

임직원만족

경영

●

 구 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목표

 임직원 고용 장애인 고용수/고용률(명, %) 702/3.6 785/3.5 732/2.36 926/3.0

  여성인력 고용수/고용률(명/%)) 2,651/8.1 2,605/8.1 2,491/8.0 2,624/8.5

 임직원 교육훈련 조직문화지수(점) 66.40 72.74 72.15 75.0

  교육예산(억 원) 90 132 90 98

  교육인원(명) 118,504 124,613 127,567 132,688

  공통역량교육예산(억 원)/인원) 30/38,935 30/38,305 30/36,255 25/34,658

  리더십역량교육예산(억 원)/인원) 5/6,196 5/4379 5/4,550 10/11,215

협력사	신뢰경영	

및	윤리경영

●

 구 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목표

 협력사 중소기업제품구매(억 원) 5,784 4,494 8,810 6,215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억 원) 153 143 149 123

  구매조건부 개발제품 구매액(억 원) 45 133 279 100

 윤리경영 청렴지수(10점 만점) 9.01 9.31 8.93 9.52

  사이버윤리교육 이수율(명, %) 10,732/71 9,180/104 16,954/160 13,000/203 

  기타 윤리교육 이수율(명, %) 12,621/54 101,752/404 72,600/646 80,000/908

나눔경영

●

 구 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목표

 고객만족도 공기업고객만족도(PCSI, 점) 86.2 82.8 88.1 95.1

 서비스평가 역/열차서비스 모니터링(점) 92.85 89.52 95.58 97

  VOC 처리만족도(점) 82 85.4 76 81

 CS교육 교육회수(회) 70 81 138 156

  대상인원(명) 3,355 2,292 4,584 4,365

 서비스다양화 승차권 자가발권율/금액(%, 억 원) 15.3/3,620 28.4/5,265 36.7/6,539 37.0/6,555

  모바일승차권 이용률/금액(%,억 원) - - 0.3/52 1.0/177

주요 사회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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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목표

 사회공헌 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제품 구매(억 원) 19/312 11/421 11/542 11/326

  사회봉사활동(시간/1인) 13.03 14.03 9.3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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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경영 추진체계

2009년에는 ‘세계 1등 국민철도’의 비전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중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Global-

Best(G-Best)프로젝트를 추진, 고객감동서비스 체계화에 나섰습니다. G-Best는 고객접점에서 고객의 시

간가치, 문화적가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고객의 핵심 요구 가치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고객을 △ 열차를 이용하는 ‘구매고객’ △ 계열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가치전

달 고객’  △ 접점직원 및 임직원을 포함한 ‘가치생산 고객’ △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58대 세부추진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G-Best	프로젝트	추진	체계

●

코레일은 고객감동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고의 교통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객가치경영 정착, 

VOC채널 시스템 활용, 접점 서비스 품질 표준화,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보다 체계적인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위해 CS기획ㆍ평가와 VOC운영을 통합해 CS경영 전담조직으로 고

객감동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고객감동팀 주관 아래 본사는 사업별 3개 본부의 부서별로, 지역본부는 서비

스별 6개 부서에서 고객감동경영을 수행합니다.  

고객감동경영	담당	조직

●

고객감동경영

고객의 의견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Brilliant Space

•역명품화 추진

• 문화 Station

•고향역 가꾸기

•음악마케팅 추진

Efficient Channel

•고객위주제도 개선

•반환제도 개선

•좌석선택서비스

•유통채널 다양화

Satisfactory

•노후열차개선

•무선인터넷 활성화

•고객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테마상품

Tailored Service

•고객과의 소통

•고객대표정착

•맞춤형 CS교육

•상시모니터링 구축

Gobal Top

KORAIL

지역본부총괄 여객서비스 운행서비스  시설서비스  차량서비스  전기서비스

영업팀  역/열차   기관차   시설/철도 차량정비단/  전기/신호

 승무사업소 승무사업소 건축사업소 차량사업소 /정보 통신사업소

사장
고객가치경영실 

(CS 전략, 
VOC 운영)

여객본부(물류/관광)

(인적서비스, 상품개발)

지역

본부

기술본부

(차량/시설/환경서비스)

인재개발원

(서비스 개발/교육)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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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8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철도역 문화공연

| 개집표기 철거

| KTX 무선인터넷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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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서비스헌장||||||||||||||코레일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약속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담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고객의 니즈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자체 평가, 고객의 소리 분석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행정도를 점검

하고 평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공사 서비스품질지수(SQI)에 고객서비스헌장의 주요이

행기준을 반영해 이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 서비스 기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

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고객서비스헌장 멘토링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운영사례 멘토링을 제공함으로

써 지난 10년간의 서비스헌장 운영 노하우를 타 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체계

●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적

●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실천

서비스 이행기준 정립

자체평가

- 이행실적 분석

- CS 종합평가

교육평가

- 고객의 소리 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및 

피드백

서비스헌장 

이행도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만족도

품질요인

분야별

CS실천 과제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항목 

항목 이행기준 실적 전년 대비 비고

안전성
열차주행거리(백만Km)당 운전/인적사고 10% 이상 감소 운전 0.19건 17.4%↓ 달성

2009년 목표: 운전사고는 0.27건, 인적사고는 1.13건 이하 인적 1.01건 7.4%↑ 달성

신뢰성 여객열차를 100% 계획대로 운행 100% 운행 100% 운행 달성

정확성

여객열차의 96% 이상을, KTX는 5분 이상, 

일반열차는 10분 이상 늦지 않도록 운행

여객열차의 96% 이상을, KTX는 5분 이상, 

일반열차는 10분 이상 늦지 않도록 운행

KTX 98.27%

일반 97.36%

KTX 98.27%

일반 97.36%

1.6%↑

1.1%↑

1.6%↑

1.1%↑

달성

편리성

고객이 5분 이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평균 1.7분 0.4분 단축 달성

철도고객센터 전화응답률을 평균 80% 이상 유지 82.9% 11.7%↑ 달성

소지품 분실 시 최대한 찾아드리도록 노력 80,606건 22.3%↑ 달성

쾌적성 열차(객차) 모니터링을 시행, 쾌적한 여행환경 유지 95.93점 4.28점↑ 달성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8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코레일 고객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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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대표제||||||||||||||고객으로부터 고객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고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시 고객의 목소리

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고객대표제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고객

대표 1기를 출범시킨 이후 대표적인 고객참여경영제도로 자리 잡은 고객대표제는 2008년 1,185명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고객대표로 선발했습니다. 고객대표는 모니터링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용 홈페이지(krc.Korail.com)에 분야별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기

적인 결산회의를 가져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며 코레일의 고객감동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고객대표 3기는 지역본부와 본사를 모두 합쳐 총 1,123명을 선발하였으며 고객대표 전용 홈페이지 

운영방안 개선을 비롯하여 제안관리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지원, 이에 따라 

제시된 의견 건수는 총 1,972건이고 이 중 32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제3기	고객대표	활동실적

●

								

고객대표	주요활동	

●																																																																																																																																																																																						(단위: 건)

			고객의	소리(VOC)||||||||||||||코레일은 고객접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시장조사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개발해 고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VOC 채널인 고객이 흘린 한마디를 담는 ‘Want-Slip’ 제도를 그룹포탈 내

에 신설하고, 다양한 채널의 고객의 소리와 일반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지능형 통합VOC관리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고객제안	보상건수

●

548

110

21

보상건수(단위: 건)

  2007       2008           2009

•고객대표에 의한 

    제안 제시 설문조사

•주요정책 심의에 대한 

    고객대표 참여

•코레일 고객대표 발대식

•고객대표 자문회의 

•정기적인 관광상품체험행사

   - 월1회 2~10명내외

      (우수고객대표)

•고객대표업무(역무, 승무)

   체험 행사

   - 반기1회, 최대20명 이내

•기타 고객대표 초청행사 및 

   캠페인 시행

•표창 및 감사장

   - 우수소속 및 고객대표선정

      (최고활동고객대표)

•전자할인쿠폰지급

    - 반기1회/일정포인트 달성 

    고객대표 지급

•오프라인활동에 대한 보상 및

    고객대표 예산지원

•역, 열차 모니터링 시행

    - 상시, 건당 500포인트 지급

•고객대표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

    - 분기1회, 건당 500포인트 지급

인센티브 

지급 

정기적 

참여행사

고객대표 

참여확대

서비스 평가 

활성화

항목 이행기준 실적 전년대비 비고

잘못된

서비스보상

KTX는 예정시각보다 20분 이상,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현금 또는 운임할인증으로 보상

70,151건 15,119건↑ 달성

전동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와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보상
26,829,850원 133%↑ 달성

좌석 중복시 운임요금 반환 실적없음 실적없음 달성

VOC처리 지연시 예상처리기한 안내 2,979건 57.6%↑ 달성

구 분 2007 2008 2009

의견등록 1,137 1.243 1,972

지역본부별 모임 / 회의 36 55 17

서비스자문 / 봉사활동 29 48 61

서비스모니터링 - 730 3,294

개선건수 31 96 320

| 제3기 고객대표 출범

| 고객대표 전용 홈페이지

| 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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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VOC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고객의 소리 개선추진위원회’를 운

영하였으며 총 35건의 개선사항을 상정처리했습니다(채택 26건, 불채택 9건). 특히 응답률 제고에 있어 상

담원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음성인식 ARS를 도입하여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률

을 제고했습니다.

VOC현황

●

	
		서비스인증제	시행||||||||||||||접점직원의 서비스역량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기

존 Top-down 방식의 일괄적인 서비스교육 및 품질향상 노력을 직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서비

스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 가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비기너(입문)-그린리본(기본적역량)-블루리본(전반적

역량)-골드리본(전문적역량)의 단계로 자격이 주어지며, 매 단계별 직원의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

고 있습니다. 2009년 최초 도입하여 비기너 7,687명, 그린리본 606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이러

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직원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CS서포터|||||||||||||| 코레일은 언제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출ㆍ퇴근 및 업무 출장 시에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결함을 찾아내어 인트라

넷에 등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CS서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S서포터	운영결과(2009.	11.	14~2010.	1.	31)

●

		서비스평가시스템	개선||||||||||||||2009년에는 임직원 개개인이 모두 서비스의 리더로서 고객감동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우수직원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좌우명 갖

기 운동’, ‘서비스 모니터링 및 열차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우수직원 선발 및 관리로 최상의 철도서비스 제공

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제고 활동

			빠르고	편리한	승차권	서비스	||||||||||||||코레일은 홈티켓, SMS티켓, e-티켓, 모바일 티켓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잔여석 조회부터 발권, 승차권 기능까지 수행하는 인터넷발권서비스와 티켓리스(Ticketless)시스템

을 시행해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기차역에서 승차권 구입 시

에도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5분 이내의 매표 대기시간을 준수하며, 역내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확

대설치 및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2008년 12월 시행)하여 발권시간을 더욱 단축시켰습니다.

2009년에는 승차권과 영수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승차권의 규격을 확대하여 고객에게 보다 많은 승차권 정

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행포털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모니터링 우수자

● 서비스 우수모임(COP)

● 서비스 좌우명

● 서비스 우수직원

코레일 서비스

평가시스템

구 분 2007 2008 2009 2010목표

수집건수(건) 47,576 54,040 51,573 -

만족도(점) 81.8 85.4 75.5 81

처리시간(시) 31.7 20.1 22.3 12

지연 처리율(%) 4.0 0.5 0.4 0.4

구분 역관련
열차관련 인적서비스

제도회의 합계
KTX 일반열차 전동차 미흡 칭찬

등재건수(건) 99 50 34 19 17 3 29 251

비율(%) 39.4 19.9 13.5 7.6 6.8 1.2 11.6 100.0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8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서비스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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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승차권은 2009년 9월 32개 역에서 시범운영된 후 11월부터 292개 역에서 상용되고 있으며 고객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승차권 단말기 및 프린터 구입비용을 연간 9억 5,700만 원 절감할 것으

로 기대돼 철도운영 효율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발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열차 내에

서 휴대단말기를 이용, 무료로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승차권의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가능하도

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발권서비스에 발맞추어 모

바일 및 자가발권 이용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철도이용 계약수송 홈티켓 발권 시 역창구 발권과의 

할인율을 차등적용하여 승객의 자가승차권 발권을 권장, 현재 30.6%의 고객이 자가발권으로 열차를 이용

하여 고객의 편의 향상과 함께 역업무 효율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운행||||||||||||||이동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정시운행률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정보시

스템(KROIS), 열차정시운행협의체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연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KTX 정시운행률은 전년 대비 1.6%p 

향상된 98.3%를 기록했습니다. 

노선별로는 2009년 대부분 노선의 정시운행률이 상승한 가운데 전라선이 4개년 평균대비 3.4%p 하락하였

습니다. 이는 복선전철화로 인한 서행영향으로서 코레일은 서행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는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행속도 향상,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한 지연방지로 지연율을 개선할 계

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 시발역 출발시각 준수 △ 시발역 및 

중간역 여객 승하차 분산유도 △ 특정시간대 임시열차 과다설정 억제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열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차	정시운행률

●																																																																																																																																																																																						(단위: %)

		문화	서비스	||||||||||||||전국 철도역에서 오픈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문화이벤트를 개최해 철도역을 축제와 

문화공연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고객의 기대가치에 부응하고자 고객맞춤형 

테마열차와 문화체험열차를 개발, 운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호텔식 명품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개발해 열차 내에서도 숙박과 문화이벤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객차, 달리는 개

봉관 ‘KTX시네마’를 운영함으로써 열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다채로운 종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수도권 전철구간에 Wibro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KTX 전 열차와 새

마을·무궁화호 열차카페 내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속열차 KTX 산천에서는 무선인터넷

과 DMB 방송 시청을 개인 좌석에서도 가능케 해 유비쿼터스 업무환경을 고려한 고객 관점의 첨단 멀티미디

어 환경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교통약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객차와 역사 내 편의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전용석과 휠체어 장애인석은 KTX의 경우 20량당 1편성, KTX 산천의 

경우 10량당 1편성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누리로와 무궁화호도 각각 4량 및 6량당 1편성으로 해당좌석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도 음성유도 안내기 등의 설치 등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열차이용에 편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 2010목표

K T X 94.06 96.66 98.27 98.44

일반열차 97.76 96.27 97.36 97.86

| 홈티켓 승차권

| KTX 시네마

| KTX 전동 휠체어 전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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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역량 강화

코레일은 고객감동 향상을 위해 인적 역량 강화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점 

서비스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서비스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현행서비스 교

육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교육 개선 전략을 수립해 경영진과 실무자 대상의 외부 CS전문기관 위탁교육, 지

역본부 및 계열사의 CS관리자 심화교육, 서비스매니저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CS교육을 진행합니다. 

CS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S우수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매년 Best Station을 선정,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대상 UCC공모에서 선발된 우수작품을 VOC 해결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흥미롭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촉진 프로그램을 전개해 고객감동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매출, 수송량이 많은 22개 핵심영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고객 관점의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 개정판을 책자(1,250부)와 전자북(PDF)

으로 제작해 서비스 표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서비스 역량 향상 노력의 결과, 

2008년 전체 고객의 소리 54,040건 중 친절 VOC는 2,788건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했고 불친절 VOC 

3,741건으로 5.6% 감소했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전 열차의 고객불평률이 큰 폭으로 감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외부 고객만족도조사� , 서비스모니터링, 고객의 소리 결과를 종

합 분석한 서비스품질지수(SQI)를 도출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고객감동경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VOC

●																																																																																																																																																																																						(단위: 건)

							

국가고객만족도	고객불평률	변화	추이

●																																																																																																																																																																																						(단위: %)

역사	내	장애인	편의설비	현황

●																																																																																																																																																																																						(단위: 개)

� 고객만족도조사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구분 2007 2008 2009

친절 2,108 2,788 3,034

불친절 3,962 3,741 4,474

구분 철도평균 KTX 새마을 무궁화

2007년 7.2 3.0 7.1 9.4

2008년 1.5 1.0 0.0 2.0

2009년 1.1 2.1 0.0 0.7

2010년 목표 0.7 1.0 0.0 0.5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8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편의 설비 설치역 설치개수 비고

음성유도안내기 143 2,151

휠체어 보관 118 176

비상 호출벨 157 573

엘리베이터 184 616

휠체어리프트 96 253

촉지도 256 441 자립형 178개 / 벽부착형 263개

| 휠체어 이용객 승강설비

고객만족도(PCSI:공기업고객만족도)

●

88.1

82.8
86.2

(단위: %)

 2007     2008               2009



임직원만족경영

지속가능한 고용

		임직원	현황||||||||||||||코레일의 국내·외 전체 임직원 수는 2009년 12월 말 현재 31,033명입니다. 임직

원의 98.6%가 정규직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6.5년(남성 16.9년, 여성 10.9년)입니다. 대졸신입사원 초임

은 약 2,184만 원이며, 직원의 평균임금은 5,587만 원으로 국내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직원	구성	현황

●																																																																																																																																																																																							(단위: 명)

		평등	고용원칙	준수||||||||||||||코레일은 인력 채용시 윤리강령 제2장 8조, 제6장 2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 

학력, 연령, 종교, 혈연,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인

력, 장애인, 이공계 전공인력 및 지방인재에 대한 일정 채용비율을 할당하는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응시연령 및 지역,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량 있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코레일형 역량면접 방식을 

개발했으며 프리젠테이션, 심층면접, 집단토의 등 다양한 면접툴을 통해 코레일에 적합한 인재선발에 힘쓰

고 있습니다.

① 여성인력 채용 확대 : 양성평등 채용 원칙을 준수하며 남녀 간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노력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여성인력은 2,491명으로 여성법정 의무고용비율인 6.09%를 상회하는 8.0%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인력 능력개발 기회의 실질적인 확대 및 여성직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관리직 75명, 기획부서 보직 5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9명이 승진했습니다.

②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 우대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목표비

율 미달 시 공채인원의 5%를 구분 모집하고 장애인이 근무 가능한 분야의 채용인원 중 2%를 구분 모집하며 

정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코레일은 732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

으며 이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2%(497명)� 대비 47.3%(235명)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

증장애인 직무적합성 검토 및 맞춤식 보직관리를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르고 바르게 선발하여

세계적인 철도전문가로 양성합니다

62 _ 63

구 분 2007 2008 2009

고용

정규직 31,678 30,910 30,586

계약직 1,140 1,084 447

여성관리자수(2급 이상) 15 14 11

평균근속연수(년) 14.3 13.4 16.5

총 임직원수 32,818 31,994 31,033

채용

여성 149 3 2

장애인 25 0 0

지방인재 596 8 7

이공계 374 7 4

전체 채용 인원 883 10 9

이직 이직률(%) 7.5 0 0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8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2%(497명)

- 업종별 제외율(20%) 적용인원인 24.826명의 2%인 497명이 의무고용 인원

| 여성기관사

 여성 1호상(고객가치경영실장)

정규직

30,586

계약직

447

31,033

고용분포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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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공계 전공 및 지방인재 채용 : 이공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이들의 채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전체 채용된 전문인력은 총 7명으로 노무, 마케팅, 법무, 홍보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전문인력은 총 25명입니다.

		임직원	인권존중||||||||||||||코레일은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근로기준법 등 제 노동관계법령과 국제노

동기구(ILO)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인

권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임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윤리강령 제2장 8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규정을 준수하며 인사, 산업안전, 복지 등에 대한 임직원의 고충사항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코레일은 ‘세계 1등 국민철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기반, 성과주의,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목표와	전략

●

인재육성 목표  코레일 비전달성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인재육성 전략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지원

역량 

 강화

자기주도 및 

교육확대

교육인프라의 

선진화

7대 중점과제

- 역량기반 교육    - 핵심가치 공유, 전파   - 핵심리더 양성    - HRD 전문역량 향상

- 분야별 전문가 양성   - 교육운영 효율성 제고    

- Process Innovation을 통한 교육운영 혁신

인재양성	추진	로드맵

●

2007 2008 2009~2010

단계 기반조성기 도약발전기 심화성숙기

인재육성방향
성과중심의 HRD

추진체계 구축

핵심/기반인력의

전략적 육성과제

인재상구현 중점추진

변화와 혁신의 선도적 역할

중점추진 과제

변화와 혁신의

선도적 역할

•인재상정립

•윤리경영, 조직활성화, 

변화혁신과정 확대

•계층별 리더십교육 도입

•분야별 전문인재육성

•인재 Pool관리

•사내강사의 양성

•분야별 전문가 및 

글로벌 전문가

    단계적 배출

•교육컨설팅 사업 진출

역량중심

교육체계 구축

•역량별 교육과정 개발

(공통/리더십/직무)

•분야 설계

•역량진단프로그램 

도입운영

•역량별 LRM정비

•교육성과분석툴개발

•인재양성 체계 정착

•역량 진단에 의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역량개발

평생학습

기반 조성

•신기술교육 강화

•경력개발계획 시행

•생애설계교육 도입

•학습조직 운영도입

•역량별 E-Leaming확대

•맞춤형 직무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제 도입을 통한 

학습지원 체계 구축

•학습조직활동 활성화

•학습하는 기업문화 정착

•사내대학 운영

•E-Leaming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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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	양성

●

1,624
1,554

643

(단위: 명)

 2007     2008               2009



		인재양성시스템||||||||||||||

① 교육훈련 체계 : 분야별, 직급별 역량모델링 및 평가기법을 통한 역량 기반의 교육체계를 구축해 코레일

의 비전달성과 성과창출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대	교육체계도

●	

② 교육훈련 현황 : 2009년 임직원 교육인원은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한 결과 2008년에 비해 102% 증

가한 12만 7,567명입니다. 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89시간이었으며 총 교육비는 90억 원, 인당 교육비는 30

만 원이었습니다. 

연도별	교육실적

●	

 •공통역량 교육 : 사내강사 양성, 6시그마통계능력향상, 윤리경영과 청렴실천

 •리더십역량 교육 : 전략형 리더, 성과창출형 리더, 전략적 의사결정

 •글로벌역량 교육 :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국제철도영어, 글로벌시스템 이해

 •직무역량 교육 : 역장역량 강화, 철도신호연동장치, 고속철도차량

역량구성내역

●	

③ e-HRD 시스템 구축 : 코레일은 공급자 중심의 기존 학사관리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역량진단→학습→성

과평가를 원스톱으로 지원)으로 포털시스템화 한 e-HRD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학습체계 지원, 직무교육체계 수립, 자기역량개발계획 수립 등을 제

공받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직무관리 등 인재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성과

와 능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e-HRD시스템의	지원기능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

교육인원(명) 118,504 124,613 127,567 132,688

인당 교육시간(시간) 88 82 89 92

인당 교육비 (천 원) 247 412 300 326

교육기획 연간 교육계획 수립, 자기계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역량사전 관리, 갭 분석

학습 수강신청, 학습, 사전/사후평가

교육운영 입과관리, 수료관리, 환급관리, 실적관리

공통역량 고객지향ㆍ혁신적 사고ㆍ팀워크ㆍ윤리성

리더십역량 전략적 사고ㆍ업무추진력ㆍ커뮤니케이션 능력ㆍ비전 제시 등

직무역량 전문지식 및 기술ㆍ긴급상황 대처능력ㆍ프로세스 개선ㆍ안전관리 등

글로벌역량 글로벌 마인드ㆍ외국어 능력ㆍ글로벌 비즈니스

64 _ 65

대상           구분 핵심가치교육(KVP) 리더양성교육(KLP) 글로벌 교육(KGP) 직무전문교육(KEP)

CEO/경영진
코레일

공유가치

경영자세미나

국내

외

위탁

교육

팀장 전략형 리더

기본소양 국제 철도

전문가

부장/차장 차세대 리더 직무전문가

직무전문과정
역장/소장 고객가치 창조

현장 리더

셀프 리더 외국어 직무실무과정

현장OJT(직무중심), 학습조직(CoP자기주도적 학습문화)활성화

|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교육

| 핵심리더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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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코레일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와 보상ㆍ승진ㆍ보임 등의 연계체계를 구축하

고 직급과 직위를 분리한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직위공모방식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경쟁 기반을 조성했으며 2007년부터 인사발탁, 인사장벽 철폐, 성과주의 파견

제도를 새롭게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센터

(Assessment center)를 도입해 직원 개인의 행동이나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측정하

고 있으며, 팀장MBO 평가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향후 2급 이하 직원에게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이외에도 BSC 평가체계를 통해 고성과자에게는 승진 및 인사발탁제도로, 저성과자의 경우 강

임 및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해 보임, 보상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	프로세스

●

업적/역량	평가	및	보상	추진전략

●

		직무	및	성과중심	연봉체계||||||||||||||

코레일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구축하고 보수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인 연봉제 확

대실시와 연봉인상률의 브로드밴딩� 강화, 성과급 차등 확대 등의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09

년에는 녹색철도 성장전략과 연계한 연봉제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2급 이상 전 직원에게 직무역할급 연봉

제를 도입, 직무 및 역할 중심의 보수차등을 강화하고 인사, 보수, 성과평가 간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

다. 이 개편안은 그간의 연봉제 운영 실태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2009년 4월) 및 민간 우수기업 및 공기업 

연봉제 운영실태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직원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공식 의견조회(2009년 

11월) 등을 통해 제도 수용도 및 실행력을 제고했습니다.

향후 코레일은 직무역할급연봉제를 3급 이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및 연차촉진제 등

을 시행 및 확대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성과	중심	연봉체계	확대	로드맵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                                        -연봉평가                    -MBOㆍ평가센터 도입 및 확대

보상 -2급이상 연봉제                                                -전문직 연봉제 및 연봉 차등 확대

승진 -2급 시험승진              -2급 심사승진                                              -2급 역량승진

보임 평가결과를 반영한 고성과자 / 저성과자 관리

           보상

연봉, 성과급, 

직책수당, 특별승급

근무평점, 연봉평가,           

MBO평가, 다면평가
           역량

     역량진단

     역량기발

           승진

일반승진, 특별승진, 

직위승진, 등용직위

           보임

    고성과자 관리

    저성과자 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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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

118
109

78

 2007     2008               2009

(단위: 백만 원)

2010

직무성과주의

실행

� 직무급 시행(2급이상)  
� 3급이하 연봉제 확대

  (현엽 역·소장,담당과장)
� 임금피크제 시행

  (2급이상)
� 근무체계 유연화 도입

�  직무급 확대

  (지원부서)
�  3급이하 연봉제 확대

(지원부서 전체)
�  임금피크제 개선 보완
�  근무체계 유연화 시행

2011

직무성과주의

확산

�  직무급 확대(전직원)  
�  3급이하 연봉제 확대

(전직원)
�  임금피크제 도입

  (3급이하 전직원)
�  직무와 보상 일치

  (직급폐지)

2012

직무성과주의

심화

�  직무급 강화방안 마련
�  연봉제 전면 개편
�  임금피크제 도입

  (2급이상)
�  퇴직연금제 도입

  (2급 이상)

2009

직무성과주의

제도화

� 브로드밴딩(Broadbanding)

- 동일 직급내에서 성과수준이 동일할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임금수준과 성과책임을 강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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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임직원의 안전, 보건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처리합니다. 

2009년 6회의 협의회의를 거쳐 건강진단 및 현장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건을 협의했습니

다. 코레일은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결과를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노

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송안전실 내에 산업안전보건팀을 두어 임직원의 안전, 보건을 최

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코레일은 철도산업안전보건 시스템(KRISH: Korean Railroad 

Industrial Safety & Health)을 통해 예방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분산된 산업안전보

건관리 정보를 통합해 업무추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재해관리 프로세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 변경,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과의 정보연계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향후 포탈시스템과 연계성을 확보해 부분별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에도 주

력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시스템

●

•위험물저장시설

•유해위험설비

•유해위험기계기구

•건강검진 결과 관리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요인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기구

• 교육자료 관리

• 교육등록 관리

•교육현황 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무재해 및 사고  관리

•보호구 관리

•안전보건표지 관리

KRISH

http://
krish.korail.com

유해 위험요인

예방관리

사업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활동						

●

산업재해	현황

●																																																																																																																																																																																							(단위: 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

72 82 76 73

활동사항

산업안전보건워크숍 개최

 (2009. 5월, 11월) 

- 장소 및 인원 : 유성 삼성화재연수원/230명

-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및 과제해결 분임토론 등

- 건의사항에 대해선 향후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워크숍에 반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전문가 순회교육 시행

(2009. 5. 3~6. 3)

- 대상 소속 및 인원 : 17개 지역본부 및 8개 부속기관 / 2,749명

-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향상방안 등

 ㆍ박연홍(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이사장)

 ㆍ곽현일(위험예지훈련 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측정

(2009. 12. 18)

- 대상 : 관리감독자(분야별 팀장, 관리역장, 사업소장)안전관리자 등 472명

- 측정내용 : 관리감독자 등이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수준 89.23점

| 산업안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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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으

로 전환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4,435명을 대상으로 6주(40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형 직무사고인 3대 다발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코레일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강조

기간(2009. 7. 1~7. 10)을 지정ㆍ운영하고 전사적인 안전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하

였습니다. 공모 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UCC 작품을 포함한 16편을 DVD로 제작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교육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철도운행	자격관리||||||||||||||철도운행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관리를 위해 신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불

합격자는 해당업무의 보직 금지 및 변경, 전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승무적합성검사를 시행해 승무사업 직전 피

로정도, 질병유무, 음주여부 등을 검사하여 승무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규경력자(6월 미만), 전입자(3

월 미만), 사고경력자(2년 미만)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무적합성	검사

●

		현장	중심	안전관리||||||||||||||철도운행종사자가 느끼는 현장의 불안전조건 등의 고충을 본사가 상시적으로 

접수, 회신할 수 있는 안전 옴부즈만을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본사 수송안전실에 소속

기관별 안전 옴부즈만 11명을 지정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2009년 사규개정 요구 등 총 29건의 

현장의견을 접수 및 처리했습니다.

안전	옴부즈만	의견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

또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과거의 겅험 및 조건을 접수, 분석하여 대안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

례는 사내 인트라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긴급 준사고 사례는 수시로, 준사고사례 종합분석 및 대안은 반기

별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접수된 준사고사례는 3,888건이며 우수사

례로 채택되어 사장표창 및 부상품이 주어진 사례는 총 12건입니다.

�  승무열차 확인
� 출무표날인

�  휴식, 피로정도
�  질병, 음주여부
�  심적결함여부

�  적합시 정상 승무
�  부적합시 승무원 

   교체

�  운전정보 확인
�  상황실 교육
�  휴대품 인수

출무신고 적합성검사 판정 및 

조치

교육 및 

승무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분야별 목표량 인원

KTX 기장

(35명)

200만 Km 3

140만 Km 17

80만 Km 15

기관사

(228명)

100만 Km 29

70만 Km 62

40만 Km 137

역무분야

(149명)

20년 3

15년 12

10년 41

5년 23

유지보수분야

(30명)

5년 23

10년 7

합계 442

2009년	무사고목표	달성자	현황

●

의견제출

(현장직원)

접수

(옴부즈만)

검토

(소관부서)

회신

(옴부즈만)

사후관리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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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계획 수립 및 노사협의

   ⇨ 직원가족승차증 폐지 
       연계에 따른 노동조합 
       반대로 미도입 

�  노사합의로 도입 시행
�  복리후생제도 통합 및 

   다양한 복지컨텐츠 제공

�  복리후생예산의 투명성 확보
�  직원 Needs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보완 
  

추진 단계

(2006)

도입 단계

(2007)

내실화 단계

(2008)

불만 7%
매우불만 2%

	복지만족도				

●

만족 48%

매우만족 

19%

보통 24%

후생만족

�  선택적 복지제도
� 무임승차제도
�  경조사, 재해부조 
� 직원 단체보험 
� 의료비, 장례용품 

연금ㆍ체육진흥만족

�  퇴직급여제도
� 4대 보험 가입
�  교육비 지원 
� 체육행사 지원 
� 동호회 지원 

시설만족 

�  사원주택
� 승무원숙소
�  수련원, 휴양시설
� 자녀기숙사 
� 직장보육시설 

금융ㆍ근무지원만족 

�  공제조합 운영
� 장학회 운영
�  제복 지급

복리후생 

관리현황

복지제도 

		복리후생제도||||||||||||||코레일은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업무외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	관리현황

●	

① 선택적 복지제도 :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추진함으

로써 복리후생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복지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으

로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혜택을 받는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의 노력을 펼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경과				

●											

인당	복리후생비	수준

●																																																																																																																																																																																		(단위: 천 원)

② 퇴직급여제도  : 공사 전환으로 변경된 퇴직급여 적용은 20년 이상의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연금 포함) 

지급, 20년 미만자의 경우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연금법 특례 적용으로 불이익을 보완했으며, 전

체 임직원 중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34%, 공무원 연금 특례적용자는 57%, 연계자(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 

재직기간에 포함해 공사 퇴직금 수령)는 9%입니다. 코레일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급여제도 도입

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2007년 2/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퇴직연

금제도 도입 후 희망자에 한하여 확정급여형 우선가입을 제안했습니다. 

| 낙산연수원 개관

| 동호회 활성화

| 체육행사

구분
2007 2008 2009

928 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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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경영•열린커뮤니케이션

노경관계

			노동조합	현황||||||||||||||코레일의 노동조합은 1947년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상급

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뒤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산별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직원들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77.3%(24,080명), 기간제 근로자의 40.5%(197명)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에 설립되어 

2008년 복수노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중 1.9%(597명)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경	간	커뮤니케이션||||||||||||||코레일은 노경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열린대화를 실천합니다. 근로자 참

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경협의회, 노경간담회 등 상호 간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증진

을 도모합니다. 한편 공식 협의테이블 이외에도 정보마당, 토론마당 등 노경 간 의사전달을 위한 온라인 커

뮤니티 ‘해피코레일’(http://nosa.korail.com)를 통해 다양하고 활발한 노경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합니다.

① 중앙노사협의회: 노경 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 2008년에는 3회, 2009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각

종 제도 개선 또는 도입 등이 논의되며 실질적인 노경협의로 작업장 혁신성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② 노경협의체: 분야별 노경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후생복지워원회, 노경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대

화채널을 두어 다양한 현안이 단체교섭안건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009년 본사 분야별 노경협의 

외 지역본부 노경협의는 210회, 노경간담회는 59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③ 노동조합 대표와 간담회: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노경협의 이외 상견례 및 오찬간담회를 통해 동반자로

서 노경 간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회사의 노동조합 의견청취를 돕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선진화||||||||||||||업의 특성상 전국적인 사업장 분포를 고려하여 현장중심 소통체계

를 확립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확충으로 열린경영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증진	프로세스

●

구분 커뮤니케이션 매체 및 활용 현황

온라인

- 그룹웨어 업무포탈, 해피코레일(노무관리 홈페이지), 주니어보드 홈페이지

- 그룹웨어 및 레일아이 팝업, 코레일인사이드(웹진)

- 코레일 뉴스레터, 파발마(메일), 사내방송(TV), 구내방송(라디오)

오프라인 - 사내신문(함께 가는 코레일), 규격게시(코레일 노티스), 사보

기타
-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고충처리시스템, 상담실

- 설문조사 시스템, 현장간담회

현업소속 소통매체
- Jump Up, 함께 가는 우리 전남, 경영정보 Weekly, 

   부산갈매기, Clean Wave 등 22개 매체 운영

�  코레일 TV개국
�  소식지 발행
�  홈페이지 개편

2007년

�  소통만족도 조사
�  우수업체 방문
�  해피코레일 오픈

2008년

�  변화선도 홍보
�  영상메세지
�  경영설명회

2009년

공문ㆍ지시

필요시 수시

인프라 구축

계획적 홍보

접근성 증진

대화증대

전략홍보

공감대 확산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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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단체협약

| 노동조합 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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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내방송과 신문 등 직접적인 매체와 병행하여 현장관리자에게 경영현황 설명자료를 제공, 현장관리자

의 역할증진과 현장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에도 힘씁니다.

	고충처리제도||||||||||||||2005년부터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고 고충처리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6년 고충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7년 본격적으로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

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고충처리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고충처리율 상승과 고층

처리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충처리는 본사, 지역본부 및 관리단의 고충처리위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2일 이내 회신이 원칙입니다.

고충신청	및	처리	현황

●	

임직원 만족도 

현장	중심	커뮤니케이션	체계	

●	

구분 인사 산업안전 복지/보수 기타 합계

접수(건) 21 2 8 3 34

처리(건) 10 2 8 2 22

고충처리율(%) 47.6 100 100 66.7 64.7

사장 영상메세지,

웹진 KORAIL TV, 
사내신문, 서신, 
홈페이지, 팝업게시, 
포스터

설명자료, 메일

설문조사, 워크숍

활동현장, 지역소식지
문자메시지, 간담회

설문조사, 고충처리
상담실, CEO대화방
주니어보드

본사

지역본부

역사업소

일반직원

조직몰입도	

●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

조직문화지수	

●

72.1572.74
66.40

 2007    2008           2009

(단위: %)

75.0077.60
72.40

 2007    2008           2009

(단위: %)

79.30

70.2069.60

 2007    2008           2009

(단위: %)

| 직원 마라톤대회

사장-직원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	현황

●	

구분 참가직원

직원과의 식사미팅 950

주니어보드 전략캠프 240

페스티벌 1,650

체육행사 1,900

현장방문, 워크숍 참석, 특강 8,00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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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추진 로드맵

신뢰와 협력을 기반에 둔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코레일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코레일은 공기업 최상위권

의 청렴도 달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혁신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했

습니다. 코레일의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헌장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반으로 하며 이후 자율점검의 지표를 수

립하여 모범적인 윤리 직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중장기	로드맵

●

윤리•신뢰경영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듭니다

윤리경영 고도화

● 미래지향의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zero 달성

~2008 

코레일형 지속경영 정착

● 코레일 지속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

●  ISO26000 발효에

    대응한 경영체제 구축

2009
~2010

글로벌 지속경영 강화

● 국제표준의 기업윤리가이드  

    구축

● KORAIL Way 청렴문화 정착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공기업

2011~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부패 zero’ 달성을 위해 윤리경영의 감독조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청렴 전담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게적인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조직

●	

이사회

감사

감사실

청렴전략위원회

(위원장:부사장)

윤리경영

위원회

반부패추진위원회(위원장: 지역본부장 및 단장)

반부패추진실무반(반장: 감사실장)

청렴지킴이(731명)

실무위원(전문가) 25명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주요	성과지표	

●

8.939.01
7.72

종합청렴도(단위: 점)

 2007     2008               2009

332

7151

윤리경영교육이수율(단위: %)

 2007     2008               2009

●

9.499.48.86

간부급청렴도(단위: 점)

 2007     2008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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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위원회||||||||||||||외부전문가 6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윤리경영의 기본방향과 전

략,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합니다. 2009년에는 총 2회 개최, 4건의 안건을 심

의했습니다.

		청렴전략위원회||||||||||||||반부패 시책 및 분위기 확산, 소속별 반부패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본부장 및 차량관리단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됩니다.

2009년에는 총 2회 개최, 6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공기업 최고 윤리수준을 위한 제도

		청렴	옴부즈만||||||||||||||공기업 최초로 2006년에 도입한 외부 감시기구로서 학회 및 전문기술사, 시민단

체 등 3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용역사업과 물품구매사업 등에 대한 점검역할을 담당하며 월 1회이

상 현장점검 또는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상·하반기 실적보고서 발간으로 그 결과를 CEO에게 보고하며 지

금까지 41건의 제도 개선과 11억 원(누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청렴옴부즈만	활동	내역

●

		분야별	청렴계약제도||||||||||||||코레일의 임원 및 전 직원은 청렴계약제도를 통해 부패 zero를 실현하고 있

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청렴실천협약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청렴계약서와 

청렴사직서약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서약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사직서약서, 부패방지계획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서약서는 청렴계약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행표

준을 강화했습니다.

		부패근절을	위한	클린콜	제도 ||||||||||||||고객과의 만남 실적을 감사정보시스템(KAIS)로 기록, 관리하는 

클린콜 제도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담당직원의 친절성, 공정성, 이의제기 용의성, 제도 및 절차의 문제점 및 

만족도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클린콜을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

야별 제도개선으로 연계됩니다.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제도||||||||||||||청렴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코레일은 매년 ‘Clean 

KORAIL’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한편 청렴골든벨 등을 통해 행동강령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전사 실천결의대회 개최 및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간, 윤리경영 성과에 대한 유공직원 포상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윤리문화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윤리교육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윤리교육은 코레일 윤리문화 확산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74개 전 교육과정에 청렴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 및 회계담당자 등 고객접점 직원과 청렴담당

자, 팀장급 등 633명이 코레일 청렴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초빙을 통한 소속부

서별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여 2007년 8,741명에 이어 2008년 6,328명, 2009년 8,861명이 교육을 이수했

으며, 온라인을 통한 윤리교육은 2007년 10,732명, 2008년 9,180명, 2009년 1만 6,954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연도

세부 활동 내역 활동 성과

현장점검(회) 민원검토(회) 특별활동(회) 협의회(회)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건)

예산절감

(천 원)

2007 7 3 3 7 18 -

2008 3 1 4 5 11 932,000

2009 3 - 2 2 11 184,000

계 14 4 9 17 41 1,116,000

| 청렴 골든벨

| 코레일 옴부즈만 위촉

윤리경영지수	

●

95.2

89.6

-

 2007     2008               2009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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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신뢰경영

협력사의 특성과 지속경영 이슈

협력사는 승차권 발매 대리점을 비롯 용역사·구매·자산임대 등의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를 뜻합니다. 코레

일은 입찰, 공정, 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투명한 거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 중 여

성 및 장애인대표 기업, 중소기업의 구매율을 높여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에 따라 2009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금액의 49%에 해당하는 8,8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여성 

및 장애인대표 기업과의 계약 금액은 553억 원으로 이는 전체 구매금액의 3%에 해당합니다.

협력사	신뢰경영	추진	로드맵

●	

신뢰경영을 위한 제도

자발적인 기업공개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제도 정착으로 협력사와의 공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05년 전자계약 전면시행 및 수의계약 조건 강화, 협력사 초청간담회 개최 등으로 투명경

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코레일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실천하고 협

력사 간담화를 정례화하는 등 본격적인 동반성장의 비전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구매론 추진계획을 수립, 2007년에는 

공공구매론 촉진을 위한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2009년에는 공공구매론 지원서비스 전산화

를 완료, 중소기업 지원의 용이성을 도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ㆍ판로ㆍ인력지원

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협력상생||||||||||||||코레일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는 협력사 초청 간담회는 연 1회로 정례화하여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협력사와 함께 세계 1등 국민철

도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300여 협력사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사업상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직접 경청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협력사	간담회	현황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CEO주관 협력사 초청 간담회(회) 2 1 1 1

건의사항/반영/안내(건) 23/8/11 10/6/2 22/11/0 20/15/5

지역본부·철도차량관리단별 협력사 간담회(회) 22 15 15 15

발전단계

청렴도

(10점만점)

투명경영

계열사 협력사

공존경영

경영공시 등
투명경영 기반
구축

정책(사업)실명제
완전정착

경영공시 내실화
(계열사 포함)

계열사 정책(사업)
실명제 도입 및 정착
(지원)

EPR시스템 구축·운용

- 투명경영 정착
-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 
  상생경영 구현

조달·계약의 
공정성 강화

조달·계약 확신

계열사 윤리경영  
협약

협력사 윤리경영 실천협약 
체결

도입/

역량확산기

도약/

확산기 정착기

2005(실적) 2007(실적) 2009(실적)2006(실적)

( 8.62점 ) ( 7.72점 ) ( 9.01점 ) ( 9.31점 ) ( 8.93점 ) ( 9.50점 이상 )

2008(실적) 2010(목표)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협력회사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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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활동을 펼쳐 2009년 총 768개 협력사를 방문, 제도개선 1건

과 건의사항 5건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협력사 신뢰경영의 가장 첫 걸음으로서 투명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가 이루

어집니다. 코레일의 경영공시는 신속·정확·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알리오를 통한 통

합공시,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DART(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한 계열사공

시를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경영공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알리오 공개실적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

다. 또한 경영공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연 2회 신뢰성과 품질이 향상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고객의 핵심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및	전자조달시스템||||||||||||||투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공정거래 책임을 수행해 나갑니다. 코레

일은 소액의 구매물품까지도 모든 구매과정의 전면적인 프로세스를 개선, 공개입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

다. 수의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업체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원합니다. 2008년부

터는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지침의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를 적용하여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하여 2

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지정,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협

력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에게는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코레일로서는 고품질·저원가 물량의 적

기확보 및 부품의 국산화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판로·기술·인력의 

지원 및 성과공유와 제품구매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실천, 연 1회 지원현황을 평가하여 내부 경영평가 및 차

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 증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인공어초사업, KTX 

영화객차 운행, 와인트레인 운행 등의 사업을 실행,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

중소기업	지원	현황

●	

구 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목표

협력사

중소기업제품구매(억 원) 5,784 4,494 8,810 6,215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억 원) 153 143 149 123

구매조건부 개발제품 구매액(억 원) 45 133 279 100

윤리경영

청렴지수(10점 만점) 9.01 9.31 8.93 9.52

사이버윤리교육 이수율(명, %) 10,306/70 4,782/88 10,229/122 5,000/139

기타 윤리교육 이수율(명, %) 12,621/54 101,752/404 72,600/646 80,000/908

중소기업 활성화 

마스터 플랜

자원 / 판로 / 기술 

/ 인력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확인

(연 1회 평가)

차기년도 사업계획 

반영 및 실행

Plan Do Check Action

| 전자조달시스템

알리오	공개실적

●

 2007 2008        2009

333

266

31

알리오 공개건수(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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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

사회공헌 비전 및 조직

코레일의 전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나눔실천을 위한 자발적 재원확보 및 공

감대 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단체와의 나눔파트너십을 강화

하는 한편 코레일만의 특화된 나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문화적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레일	사회공헌	비전

�	

나눔경영	조직	체계

�	

철도로 나라를 키우고

나눔으로 행복을 키워갑니다

Rail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목표

이념

슬로건

전략

세계 1등 국민철도

달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나눔실천

인프라 구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단체와 

파트너십
홍보와 보상

현장밀착
체계/

지속

지역사회 

기여

(산하 340개 봉사회, 회원 19,259명 활동)

부단장(부사장)

본사봉사단 지역봉사단

사무국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단장

(사장)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코레일 사회 봉사단 엠블럼

봉사단	구성	현황

●

 2007     2008        2009

19,259
19,044

17,000

봉사단원(단위: 명)

340

442
390

봉사회(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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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 

2005년 사회공헌사업 추진체계가 정립된 이후 코레일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전략적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약·확산기에 

접어든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테마열차여행 등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단

체와의 파트너사업 확대, 러브펀드 운용활성화, 매칭그랜트 제도 도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8년

부터는 나눔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근무시간 내 봉사활동 인정제도 시행, 봉사단별 실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사회봉사 직원의 안전관리 강화, 사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NGO협력

●	

NGO 협력사업 2009년 실적

대한적십자사
노숙인 아웃리치팀 운영

역사 내 공동모금함 운영

6개역 425명 참여

전국 21개 역

한국해비타트 철도연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멘토 역할 수행

한국자원봉사협의회 KORAIL Love-point 모금 및 운용 총 모금: 4,360만 4.467 point (사용: 720만 point)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사 내 공동모금함 운영 전국 98개 역

굿네이버스 KTX 열차 내 영상매체를 활용한 성금 모금 참여 9,456명 / 5,640만 4,000원 모금

재원조성 프로그램

코레일만의 특화된 나눔프로그램은 재원조성 프로그램부터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구좌 1,000

원씩 가입하여 구좌수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공헌 활동기금인 코레일 러브펀드는 임직원의 자

발적 동참으로 현재 참여율 87.8%, 모금액 8억 6,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회사에서 

후원금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는 매년 10% 상향 매칭을 목표로 2015년 10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밖

에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공동으로 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철도회원 및 코레일 임

직원이 함께하는 코레일 러브포인트 모금 등으로 이웃사랑 실천의 재원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사회공헌활동	현황

�	

구분 2008 2009

참여인원 연 125,123명 연 80,373

활동시간 총450,771시간 총285,176시간

지원금품 13억 4,702만 8,000원 10억 1,700만 원

러브펀드 8억 3,000만 원 8억 6,000만 원

매칭그랜트 1억 8,000만 원 2억 6,700만 원

| 기아체험 24시간 참여

|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캠페인

러브펀드	참여율	및	금액

●

 2007     2008        2009

참여율(단위: %)

금액(단위: 억 원)

87.8
84.2

68

8.68.3

6.7

�  철도회원 및 코레일 임직원 

   함께 참여

    - 09년 43,604,467 포인트 모금

    � 전년비 186.3% 증가

�  러브펀드에 상응하는 예산지원

   - 09년 2억 6,700만 원 지원(1:0.4)

�  2006년 1:0.1 매칭을 시점으로 

매년 0.1 상향조정 → 2015년 1:1

매칭 목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전개

  - 전국 95개역 107개 설치

  �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 직원 러브펀드 갖기 운동전개
�  27,844명의 임직원 자발적 동참

  (09년 8억 6,000만 원 모금, 참여율87.8%)

  � 전년비 3.4% 증가

KORAIL

Love-Point

모금

Matching

Grant 

제도정착

이웃돕기

모금함 설치

KORAIL

Love-Fund

조성

사회

봉사활동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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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프로그램

		테마	기차여행||||||||||||||

① 사회적 약자의 희망찾기 ‘테마기차여행’ : 전국 각 봉사단별로 월별 테마를 정해 근로전환 노숙인과 장애

인, 독거노인, 소년소내 가장,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봉사활동입니다. 2008년에는 

환경을 테마로 하여 ‘해피트레인 환경캠프’를 진행, 16개 지역 600여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코레일 러브

펀드・러브포인트 및 코레일의 운임할인으로 시행된 이 행사는 코레일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

으며 매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빌리지	사업||||||||||||||

① 철도연변 ‘코레일 빌리지 사업’ :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코레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의 철

도연변에 거주하는 극빈자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지붕 및 벽수리, 전기시설 점검 및 보

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총 2,975명이 참여

하여 총 275회 이루어졌으며 지원금액은 8,78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이어 2009년에는 1,508명 참여, 총 

133회,  7,3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숙인	아웃리치(Outreach)||||||||||||||

① 동절기 ‘노숙인 아웃리치(Outreach)̓ : 동절기 동안 운영되는 노숙인 아웃리치팀은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쉼터 및 자활 교육기관 소개, 의료지원기관 연계 활동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를 통해 열차 이

용객 보호와 노숙인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6년 서울역에서 연 183명의 참여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에는 서울, 영등포, 천안, 대전, 동대구, 부산 등 총 6개 역에서 연 425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촌사랑||||||||||||||

① 1사1촌: 봉사단별로 각각 인근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농번

기 일손돕기는 물론 해당지역 관내 거주 무의탁 노인의 집수리 등을 통해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② 어메니티(amenity): 코레일의 어메니티 활동은 기업과 농촌지역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기업

의 농촌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본부 내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별로 ‘1사1면1농협’ 자매결연을 추진, 현재 12개 읍면동과 자매결연

을 맺고 마을의 인적구성과 특산품 등 지역특성을 파악하고 자매농촌 대표자와의 만남을 통해 봉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갑니다.

특히 기차역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단순한 농산물 사주기가 아닌 농민과 농협과 기업이 협력하여 실질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문봉사・일반복지||||||||||||||

① 사랑의 이웃돕기: 코레일사회봉사단은 지역단위 봉사단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실사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사랑의 쌀・연탄 전달, 김장담그기 및 방

문배달, 재한외국인 한글교육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컴퓨터 및 인터넷 연결지원, 결식아동지원, 독거노인 

건강위생 목욕봉사, 이발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문화유적사랑: 역사(驛舍)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추억 속에서 멀어진 간이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철도문화재 사랑운동은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철도문화재 소중히 가꾸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

히 대구본부의 ‘철도문화재 널리 알리기’는 간이역에 대한 홍보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간이역의 이용률을 높

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56 주요 사회성과 지표

57 고객감동경영

58 고객감동경영 추진성과

63 임직원 만족경영

67 산업안전 및 보건시스템

70 열린경영/커뮤니케이션

72 윤리/신뢰경영

74 협력사 신뢰경영

76	 나눔경영|||||||||||||||||||||||||||||||||||||	

| 코레일 빌리지

| 테마기차여행

| 노숙인 아웃리치

| 1사1촌 농촌돕기

| 사랑의 연탄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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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봉사||||||||||||||

① 1사1산1강 가꾸기: 지역단위 봉사단은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1사1산1강 가꾸기를 통해 주

변의 산과 강의 환경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산 속이나 하천주변, 수중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활동 등

을 통해 더욱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 농산물 팔아주기

| 환경봉사

나눔/헌혈

지원금액 : 454,176,744 원

총  시  간 : 106,124시간

참여인원 : 53,062명

환경/재해복구

지원금액 : 13,478,495원

총  시  간 : 44,096시간

참여인원 : 5,512명

농촌돕기

지원금액 : 15,677,940원

총  시  간 : 15,648시간

참여인원 : 1,956명

방문봉사

지원금액 : 116,872,030원

총  시  간 : 54,228시간

참여인원 : 9,038명

일반복지

지원금액 : 74,880,014원

총  시  간 : 33,785시간

참여인원 : 6,757명

기술봉사

지원금액 : 73,706,280원

총  시  간 : 12,064시간

참여인원 : 1,508명

문화레저건강

지원금액 : 150,880,578원

총  시  간 : 17,416시간

참여인원 : 2,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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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는 건 

나무 11그루를 심는 것과 같대요. 기차는 더 푸른 우리 환경을 위한 

소중한 선택이지요.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이런 녹색교통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기차를 타는 일, 기차를 사랑하는 일은

 초록의 사랑을 선물하는 일인가 봐요.

녹색철도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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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

 구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계획

 온난화방지 전철화율(%) 53.6 54.5 55.9 66.4

 토양관리 토양정화사업(백만 원) 2,663 767 909 2,656

 소음관리 소음(지면위) 낮 평균(dB) 58 59 59 59

  소음(지면위) 밤 평균(dB) 56 57 57 57

 수질관리 폐수량/객차 하수량(톤) 303,465/52,214 323,527/66,412 298,107/54,374 270,000/49,000

  수질환경투자비용(백만 원) 528 619 895 26

 폐기물 관리 폐기물 발생량 (일반/지정)(톤) 3,447/701 4,017/707 2,647/1,002 2,400/900

  폐기물환경투자비용(백만 원) 498 337 87 197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역사(개) 51 63 63 62

 환경상품 친환경상품 구매액(억 원) 77 72 103 68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71.9 69.5 80.3 79.3

  개인컵 비치(개) 17,561 21,946 25,692 26,000

 환경교육 전직원 대상 환경교육(회/연) 4 6 6 6

  철도환경자문회(회/연) 2 1 1 2

  교통사고예방캠페인(개소/명) 952/11,430 728/10,467 494/7,861 620/8,500

안전관리

●

 구분 항목  주요성과   계획

   2007 2008 2009 증감 2010

고객관점 성과 KTX 정시운행률(%) 94.06 96.66 98.27 1.61%p  98.44

  운전사고(건/백만km) 30 28 23 -17.9% 20

  인적사고(건/백만km) 129 113 120 6.2 118

프로세스 성과 차량고장(건) 138 143 153 6.5 -

학습과 성장 성과 운행장애(건) 329 274 303 10.6 

코레일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ECO-RAIL 2015’ 전략을 수립, 온난

화방지활동, 토양환경관리, 소음관리, 환경관리, 환경감사,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운영과 친환경 정책투자를 과제로 삼아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의 안전관리는 ‘글로벌 톱(Global Top)’을 지향합니다. 안전관리 체계, 안전

시스템관리, 비상대응, 안전역량 등에 있어 제도개선과 유형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 교육 

및 자격관리, 비상대처능력 등 직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며 철도안전시설 확충과 차량점검을 통해 

안전경영 체계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ECO-RAIL 2015’ 전략 및 

실천성과와 함께 ‘글로벌 톱 안전관리’ 추진전략과 그 성과를 종합,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환경・안전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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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및	ECO-RAIL	2015	전략성과

환경경영의 배경과 추진 목적

우리나라 1인당 석유소비량은 17.3배럴로 세계 5위, 비산유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송부문의 에너지사용비중은 21%로 환경 및 에너지와 수송수단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2050년까지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기 위

한 홋카이도 G8확대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

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

습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세대의 영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CO-RAIL 2015 전략

		ECO-RAIL	2015전략이란||||||||||||||ECO-RAIL 2015 전략은 2008년 8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발표에 

맞추어 수립된 계획으로서 △ CO2 배출량 10% 감축, △ 철도수송분담률 2배 향상 △ 대도시간 2시간 생활

권 실현 △ 열차속도향상을 통해 사회적비용 21조 원 감소 및 매년 일자리 14만 개 창출을 이루어 내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CO-RAIL	2015	전략	로드맵

●	

저탄소 녹색경영의 패러다임,

철도는 준비되어있습니다

� Eco-Station도입
�  경부, 호남축 2시간

  생활권실현
�  고객의 동선을 

  최소화한 연계 환승
�  무공해 청정에너지 생성

� 탄소배출량 감축
   (2008년 기준 약 10%)

� 에너지 절약(7,900ℓ)

� 교통약자 및 일반대중

  이용에 편리한 철도
� 녹색환경 조성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수송분담률 2배 향상
   (2019년까지)

� 철도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시설현대화

   - 전철화 53.5 � 73.1%

    - 복선화 41.4 � 64.1%

•CO2배출량 10% 감축(59.8만 톤 � 53.8만 톤),       •철도수송분담률 2배 향상(15.4% � 26.2% 2019년)

•대도 시간 2시간 생활권 실현                                       •열차속도 향상(150km/h � 180~200km/h)

녹생성장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추진방향

Eco-RAIL
2015

사회적 비용 

21조원 �

매년 일자리 

14만개 �

친환경 인프라

Eco-Design

친환경 운영

Eco-

Operation

친환경 정책투자

Eco-

Investment

82 주요환경ㆍ안전성과 지표

83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91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92 안전관리시스템

94 열차 운행안전

96 안전인력과 조직

| 친화경 녹색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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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별	추진성과||||||||||||||

① Eco-Design: 신개념의 친환경 인프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코레일은 자연채광, 태양광발전, 여객통로에 발전판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역사(Eco-Station)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과 환승센터 편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종합교통광장 및 자동차

주차장·자전거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항만 및 산업단지 철도화물 인입선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연계수송 및 입체환승시스템 혁신을 추진, 철도의 수송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

습니다

② Eco-Operation: 녹색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객이 더욱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확충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철길 및 역사 주변 꽃나무 심기와 폐윤활유 재활용 등 환경보호 투자와 활동도 활기를 띄고 있

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체 참여, LED 등 친환경 기술적용, MTB전용 전동열차 운행, 폐객차 활용

레포츠 열차운행, 폐차 활용 인공어초 조성 등으로 차세대 녹색 수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Eco-Investment: 친환경 교통체계를 실현해 나갑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한 각종 추진활동이 활기를 띠어감과 동시에 철

도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총 9개 노선, 1조 3,255억 원 규모의 광역전철화 확충 건설사업과 2

개 노선, 1조 7,029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 투자를 통해 철도수송 전환 유도에 인프라를 제공했습

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열차개발 사업을 추진,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억 원)

추진과제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계획)

 2011

(계획)

2012

(계획)

2013

(계획)

2014

(계획)

2015

(계획)
 합계

친환경 역사

(Eco-Station)
-  - 250 70  250  126  56 671 1,423

연계·

환승시스템 혁신 
- 1,913 2,175 6,975 10,018 21,448 8,026  4,699 55,254                                                      

차세대

전기차량 확대
2,238 4,252 6,644 5,225 15,898 10,774 3,143 3,602 51,776

Eco-Design 계 ① 2,238 6,165 9,069 12,270 26,166 32,348 11,225 8,972 108,453

에너지 절약

(Eco-Driving)
42 86 23 1 지속추진 152

편의시설 확충 57 1,382 1,396 799 4,894 451 431 461 9,871

녹색환경 조성 16.5 56 86 85 85 85 85 85 583.5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1.2 16 2 1 1 0.5 - - 21.7

LED 등 

친환경기술 적용 
- 49 245 246 245 240 차량구입비에 포함 1,025

물류 

문전수송서비스 강화 
49 11 47 250 28 208 11 256 860

Eco-Operation 계 ② 165.7 1,599 1,799 1,382 5,253 984.5 527 802 12,512.2

전철화 등 

철도투자 확대 
 25,755 20,939 83,026 7,407 20,932 14,668 17,498 70,937 261,162

광역철도망 확충 6,115 13,094 1,345 1,426 1,460 1,791 1,025 1,098 27,354

고속철도망 확충 11,597 17,626 32,696 1,857 1,440  1,440 1,440 1,440 121,536

하이브리드 등

청정열차 개발
- 1 110 170 165 87 - - 533

Eco-Investment 계 ③  43,467 51,660 117,067 10,690 36,832 30,899 32,963 86,475 410,035

합계(① + ② + ③) 45,870.7 59,424 127,935 24,342 68,251 64,231.5 44,715 96,249 531,018.2

82 주요환경ㆍ안전성과 지표

83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91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92 안전관리시스템

94 열차 운행안전

96 안전인력과 조직

| 태양열 발전



84 _ 85

전략과제별	실행성과

●	

전사적 환경관리시스템

코레일은 전 사업영역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이슈인 CO2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충돌에 따른 유류누출 및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사고 대응 비상훈련을 

각 소속별로 시행하고,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환경사고 제로화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

켜 개인별 대응요량 숙지를 통해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세부실행과제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

Eco-Design

1) 친환경 역사(Eco-Station）건설

- 자연채광(개 소) - - 1

2) 연계 환승 시스템 혁신

- 복합교통역사(억 원/개 역)

- 교통광장(억 원/개 역)

- 주차장확충(억 원/개 역)

- 자전거주차장(억 원/면)

- 통합물류체계(억 원)

-

-

-

-

-

-

16/2

4/1

29/1,253

1,864

145/1

10/2

28/5

16/2,000

1,976

3) 차세대 전기차량 확대

- KTX 산천 도입투자(억 원/량)

- EMU 도입투자(억 원/량)

- EL 도입투자(억 원/량) 

- 전동차 도입투자(억 원/량)

543/-

-

1,349/28

328/28

1,889/60

430/32

-

1,933/104

3,404/130

-

-

3,240/218

Eco-Operation

1) 경제운전 등 에너지 절약(억 원) 42 86 23

2) 편의시서 확충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억 원)

- 스크린도어(억 원)

57

580

1,382

381

605

260

3) 녹색환경 조성

- 꽃나무 심기(억 원/만 그루)

-환경보호활동(억 원/개 소)

5

11

43/121

13/16

10/100

73/9

4) 온실가스 감축 대비 1 16 2

5) LED 등 친환경 기술채택

- LED 조명 채택 (억 원/ 량)

- 공기조화장치 개선 (억 원/량)

-

-

21/250

28/60

25/578

220/658

6) 물류, 문전 수송서비스 강화

- 종합물류체계 확충

- e-Logistics 구축

4

45

0.7

10

47(1개 노선)

Eco-Imvestment

7) 전철화 등 철도투자 확대

- 일반철도 건설사업(억 원) 25,755 20,939 83,026

8) 광역철도망 확충

- 광역철도 건설사업(억 원) 6,115 13,094 1,345

9) 고속철도망 확충

- 고속철도 건설사업(억 원) 11,597 17,626 32,696

10) 하이브리드 등 청정열차개발　

- R&D 투자비 확대(억 원) - 0.5 110

11) 철도수송 전환 유도정책시행

-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행사(건) 2 4 4

| 전기차량 확대

| 운전실 LED 조명 도입

| 철도연변 녹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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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코레일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특히 철도부분에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차량에 대하여 2010년까지 내구연한 도래 차량의 폐차

와 전기차량으로의 교체를 추진하여 CO2를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열

차 증설 운행 시 KTX 등 전기차량으로 운행함으로써 CO2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에너

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5년까지 총 550량으로 늘려, 전철화된 노선에 전

량 토입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오는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LNG와 축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하이

브리드 철도차량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환경관리 업무

는 환경지도 활동과 환경성과 평가를 통해 각 소속기관의 활동을 총감독하고 이를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하

는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 2010목표

1,435 1,485 1,432 1,582

철도차량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천 톤 CO2 e/연)

2007 2008 2009 2010 목표

전력 941 971 993 1,147

경유 679 741 635 625

온실가스	발생량

●																																																																																																																																																																		(단위: 천 톤 CO2 e/연)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경유(kl) 222,111 244,081 217,057 213,717

전력사용량(kwh)
전철전력 1,767,584 1,836,013 1,863,614 2,203,828

일반전력 263,602 261,515 280,603 273,487

에너지별	사용현황

●

연도별	환경관련	투자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계획

토양 864 645 241 81

수질 528 620 895 26

대기 546 50 0 395

폐기물 498 337 87 197

토양정화사업 2,663 767 909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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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화||||||||||||||차량의 경량화, 차량 내 냉난방 및 조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

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 아이디

어’를 공모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야전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역사 

건설 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체전력발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사무실 전기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코레일은 본사와 현장의 유기적 관계 구축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법정 요구수준 이상의 자체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합

니다. 폐기물은 선별장에서 재활용, 위탁용으로 구분하여 선별보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탁처리업체에 보

내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폐유의 경우 폐윤활유와 폐유를 폐기하던 방

식에서 탈피, 유종 본래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열화되어 본래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은 난방용 정제유로 재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유	재사용||||||||||||||열차의 기관실 및 기타 기계류 등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코레일의 특화된 기술로 

정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 사내 벤처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폐유정화장치를 개발했

으며 기관차량에 이중 진공흡착장비를 탑재하여 폐윤활유를 난방용 정제유로 정화하여 자원재활용 및 에너

지 사용절감,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9년	폐유	재사용	실적

●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																																																																																																																																																																																	(단위: 톤/연)

신조차량(전기차)도입

●																																																																																																																																																																																						(단위: 량)

2007 2008 2009 2010

전기기관차 31 23 22 15

전기동차 - 4 160 120

화차 - 197 260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사업장 폐기물(일반) 3,447 4,017 2,642 2,400

사업장 폐기물(지정) 701 707 1,002 900

재활용 폐기물 900 745 768 800

※ 이 데이터는 연도별 변동이 심한 건설폐기물과 폐침목 처리현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항목 난방용 정제유 공급 폐유 매각 폐유정제장비판매 전기절연유 정제 예산절감

사업량 77만 리터 90만 리터 1대 1만리터 77만리터

| 폐유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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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환경경영

		토양오염관리||||||||||||||철도에 의한 토양오염은 유류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따라서 급유시설 주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코레일은 급유시설 주변지역 및 중유에 의한 오염에 대비해 각 사업장

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선로 낙유방지를 위한 오일팬(FRP), 롤

패드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선로의 오염자갈 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합니다. 

2002년부터 중장기 토양보전 계획에 의해 제천차량사업소,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부산역, 수도권철도차량

정비단 순으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토양정화 사업 전 측정한 오염분포도는 복원공정을 통해 완료 후 

검사결과 800ppm까지 감소되었습니다.

토양정화 후에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측정과 지하측정공에 집수된 지하수질의 오염여

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배출추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폐공은 지자체에 신고하여 토양환경

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사업	프로세스

●

토양정화 및 

안전복원

� 오염지하수  
� 추출시스템  
� 수처리 및 

  세정제 주입 시스템  

  등을 통한 정화작업

�  설계연속성      
�  지반안정성     
�  시설계획조사    
�  공법실증시험

�  효율평가  
�  토양오염도  
�  지하수질 확인검증  
�  사후관리 표준지침  
�  모니터링

전략과 모니터

링 및 검증제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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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실적

●																																																																																																																																																																																(단위: 톤/연)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재활용(열차) 종이류 559 468 252 280

플라스틱 103 60 68 80

캔류 124 80 70 80

병류 139 78 68 80

기타 5 8 2 2

합계 930 695 460 522

재활용(역사) 종이류 1,195 1,150 918 1,000

플라스틱 158 160 255 280

캔류 333 328 284 300

병류 367 384 468 500

기타 194 144 305 340

합계 2,247 2,167 2,230 2,420



88 _ 89

권역별	소음측정지점	현황

●																																																																																																																																																																																						

		대기오염관리||||||||||||||

① 대기오염물질 관리 : 열차의 도장공정 및 부품세척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VOCs류와 액체 mist, 기관차 검

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은 철도가 발생시키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코레일은 이들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규에 의한 환경관리규정과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LPG

엔진 개조사업에 참여하여 업무용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코레일이 관리하는 지하역사 및 지상역사 중 2,000m2이상의 철

도역사 대합실을 관리하는 소속장은 관할 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지자체에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62개 역사(지하역사 35개, 지상역사 27개)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모든 역사에서 법정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쾌적한 역사환경 유지를 위해 공기정화

기 개량사업 및 환기닥트청소, 공기여과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																																																																																																																																																																																(단위: ug/m3)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오리

87

미금

83

정자

105

수내

83

서현

83

이매

64

야탑

114

모란

58

태평

97

경원대

84

복정

104

수서

84

대모산입구

95

개포동

105

구룡

92

도곡

109

한티

73

선릉

76

대화

108

범계

79

평촌

109

인덕원

91

정부청사

109

과천

108

대공원

75

경마공원

72

선바위

109

주엽

103

정발산

99

마두

107

백석 

126

화정

92

원당

80

대곡

75

삼송

91

120

100

80

60

40

20

0

| 환경사고 대응훈련

		소음	및	진동관리||||||||||||||

 ① 소음 및 진동관리 : 코레일은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등 긴급한 경우를 제

외하고 열차의 기적을 울리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장대레일 부설 및 방지체결구 설치 등 궤도보강 작업과 

함께 연차적인 디젤기관차의 교체를 통해 소음과 진동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시설공

단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방음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인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철도소음과 진동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음벽에 의해 철길 주변경관의 조망권이 제한되고 철도여행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담쟁이덩굴, 넝쿨장미 식재 등으로 방음림을 조성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철길조성을 위

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철도소음측정망 운영 : 2004년부터 환경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철도소음측정망은 철도소음 저감정

책의 일환으로 도심지역 중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34개 지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음도는 1-2dB 정도의 소폭이나 상기 소음 및 진동관리 노력을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

세입니다.

수도권 영남지역 호남지역 대전지역 강원지역

측정지점(개) 8 9 8 5 4

2007년 1개 지점당 

1일 평균 열차운행 횟수(회)
598 162 66 229 70

| 환경친화적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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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관리||||||||||||||코레일은 사업장 주변 수계로 배출되는 폐·하수처리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가

측정을 시행하여 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주로 

철도 차량검수 및 정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열차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생활하수로서 발생된 

하수의 처리는 위탁 또는 자가처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원절약 캠페인 및 절수용 

수도설비 사용으로 용수절감을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마다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추후 처리시설을 거친 중수는 화장실 위생용수와 조경수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장	발생	폐수	및	오수량

●																																																																																																																																																																																(단위: m3/연)

		유해화학물질관리||||||||||||||코레일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축전지용 황산, 폐수처리약품, 도장용 

페인트 등으로 이들 물질은 외부유출 및 작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수칙에 준하여 관리됩니

다.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각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 임직원고 공유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환경개선||||||||||||||	 	

①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 생산과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뛰어난 환경성과 안전

성을 갖춤과 동시에 품질면에서도 우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2009년 코레일의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은 80.3%입니다. 또한 KTX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상품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후 땅에 매립해도 2년 이내

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 상품입니다.

② 환경정보 공개 : 코레일의 홈페이지에서는 환경경영 컨텐츠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코레일의 환경경영 현황 및 자세한 환경경영 정책 등을 수록한 환경경영보고서를 발간, 홈페이지에서 다

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환경회의 : 매년 2회 철도환경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환경동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 수립현황 및 정보

를 전문가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코레

일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아 환경개선 계획 및 방안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임직원 환경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환경의식 고취와 현장에 적합한 환경업무 기능향

상을 위해 실시됩니다. 현재 환경관리반과 ISO실무운영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전담자에 대해서는 내부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과정을 통해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임직원이 국

내외 환경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캐릭터 상품

| 환경사랑 캠페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폐수량 303,465 323,527 298,107 270,000

객차오수량 52,214 66,412 54,374 49,000

생활오수량 3,719 4,264 4,264 4,000

용수사용량	및	재사용량

●																																																																																																																																																																													(단위: 천m3/연)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목표

상수도 사용량 5,775 5,701 4,969 4,980

지하수 사용량 246 277 249 260

공업용수 사용량 96 101 87 86

중수 사용량 70 68 57 70

용수 절감량 205 283 651 150

| 수질오염 대비 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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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코레일	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

●

우리 철도가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린 네트워크’로서의 미션을 다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안전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그리고 

‘시설물과 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통한 안전관리의 ‘글로벌 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도

●

전문적인 시스템과 관리로

안전도 ‘글로벌 톱’입니다

- 신뢰성 기반의 

   안전 서비스 제공

- 열차정시운행률 향상

- 철도사고 및 장애 최소화

-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 시설 및 차량의 안전성 향상

- 철도안전관리 시스템 확충

-  철도안전관리 

    전문 역량 강화

- 비상대응체계의     

    업그레이드

글로벌 톱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고객

재무 프로세스

학습

・성장

안전경영기반 확립

● 선진안전관리기법(SMS)구축

● 인적자원 안전역량 강화

● 산업재해예방관리 체계 확립

● 철도안전 협력체계 구축

● 시설물 및 차량 안전성 향상 

● 철도안전관리 프로세스 혁신

● 안전개선전문가 양성 활용

● 산업재해예방관리기법 확산

● 재해 재난 공동 대응 및 

    다각적 안전지원 강화

● 위험요인의 시스템적 관리 

 

안전경영 고도화

● 철도사고 제로화

● 안전관리 전문화

● 산업재해 최소화

● 안전수송 최적화

● 위험관리 과학화

안전성장동력 확충 / 안전경영 효율화

2009 

2010 2011 

2012 

82 주요환경ㆍ안전성과 지표

83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91	 안전경영|||||||||||||||||||||||||||||||||||||

92 안전관리시스템

94 열차 운행안전

96 안전인력과 조직

| 전차선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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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책임 있는 안전관리

코레일은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책임안전목표제를 시행하여 ‘사장과 부서장 간 책임경영계

약’ 지표 및 부서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리 추진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재해재난 대

응체계 확보 △ 선진안전기법 도입 △ 효율적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 사고조사분석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전사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	조직체계

●

특히 2009년에는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체계적이며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선진 안전관리기법(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도입, 사후대책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코레일은 선진 유럽형 위험도분석 

평가방식을 기반으로 위험요인별 심각도, 위험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철도운영시스템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기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철도사고 위험요인목록 작성 및 최근 6년간 철도사고(장애) 

데이터 분석, 이에 따른 위험요인별 경감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2010년 6월 실질적인 운영에 대비하여 안전

목표 및 지표설정, SMS 표준운영매뉴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MS	운영실태	점검(모니터링)	흐름도

●

재해재난에 대비한 철도운영체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

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운영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대응 매뉴얼과 지도정비, 유

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고복구용 장비배치, 재해대책본부 상시 가동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시 SMS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사건정보를 신속히 전파

할 수 있도록 하며 71개 재난책임기관 간 재난정보 공동연계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에 사건정보를 제공합

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은 ARS를 통한 사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확보긴급명

령을 발령, 철저한 재해재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부 안전관리책임자

(사업본부장, 단장)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지역본부장, 부속기관장)

역·사업소

총괄 안전 

관리책임자

(사장)

수송안전 실장 안전담당 팀장

안전전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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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사고 복구 훈련

| 선로장애 발생에 따른 복구

| 대테러 대응훈련

점검시행

조치완료

(관계 소속)

보고서 

제출

재점검 계획수립 및

관련소속 통보

재점검

Yes

No

문서화 

· 보관
관련소속

통보

점검

계획수립

시정내용 

통보
시정조치

 확인

시정조치

필요?



		지진	대책||||||||||||||200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매년 18~50여 건에 이르며 이 중 리히터 

3.0 이상의 지진도 매년 10건 안팎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을 시행하

여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해 내진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주요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한 단계적 보강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속선 지진검측설비를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발생여부 수신 및 발생

즉시 해당구간 열차운행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지진규모에	따른	단계별	열차운행	통제	기준

●

		집중호우	및	태풍	대책||||||||||||||2008년 3월 철도공사 재해규정 정비 및 수해복구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

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강우자동경보시스템 운용으로 실시간 강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 

등 유관기관 및 업체 비상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해복구지침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전 지역본부에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재해대책본부를 상시운영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기반 철도안전관리체계

사고에 대한 사후분석과 평가에 앞서 사고 위험유형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안전개선에 투자합니다. 

코레일은 철도사고를 유발하는 취약요인과 안전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분

석의 기초자료인 위험목록(Hazard List)를 자체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철도건널목

사고에 대한 위험도분석 및 평가’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사례분석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

라 자체연구과제를 채택, 위험도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위험도평가 시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환경보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 녹색성장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ㆍ환경 업무에 관한  데

이터 중심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2009년 6월 철도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0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위험도분석 평가 프로

그램 등 SMS실행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 각종 철도안전 데이터의 수집・분석ㆍ통계 및 통합관리를 담당하

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사, 지역본부 및 현장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마련으로 업무를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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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설비

범정부 

재난네트워크

재난 공조체계 

확보

실시간 

정보 제공KORAIL

공기업(14개 기관)
정부기관(18개 기관)

풍수해 정보 철도사고 정보 교통 정보 정부서비스 정보 산악 정보

경보 시
지진이 지난 

것으로 판단 시

최초 열차

운행 후

90km/h 이하 

 운행 후 
검측 점검시행 후

적색경보(65gal 이상)
고속선 

운행정지 
30km/h 이하  90km/h 이하 170km/h 이하 

정상운행
기존선  65km/h 이하 65km/h 이하

황색경보(40~65gal) 
고속선 

운행정지 
90km/h 이하 

이상없을 시 정상운행 정상운행
기존선 30km/h 이하

범정부	재난	네트워크

●

운전사고:	열차사고	및	건널목	사고

●		

 2007        2008              2009

0.193
0.2320.255

건/열차주행(단위: 백만 Km)

인적사고:	여객	및	공중(작업원포함)	사망사고

●		

1.010.941.1

 2007    2008           2009

건/열차주행(단위: 백만 Km)



KORAIL  _ 2010 Sustainability Report

예측과 통제의 첨단 안전시스템

코레일은 △ 열차제어시스템 운용 △ 선로 인접작업 관리 강화 △ 운행안전관리협의체 운영 △ 정시율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열차운행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특히 열차운행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 통제할 

수 있는 고속선 첨단운행안전시스템과 고속선 종합감시제어시스템은 고속철도의 불안전 요인을 실시간 감

지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정보를 전달,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철저히 운

영되고 있습니다.

		고속선	첨단운행안전시스템||||||||||||||고속선의 불안전요인을 실시간 감지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정보

를 전달합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하여 열차의 운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

스템은 △ 지장물, 낙석검지장치 △ 지진감지장치 △ 차축온도 검지장치 △ 보수자 횡단장치 △ 터널 검지장

치 △ 레일온도 검지장치 △ 끌림물 검지장치 △ 분기기 히팅장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속선	종합감시제어시스템||||||||||||||고속선의 외부침입에 대비한 주요시설물을 24시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CTV, 울타리감지설비 등을 통해 센서로 무단침입자 및 투척물이 감지되면 통합감시실

에서 경고시스템에 의한 현장확인에 들어갑니다. 이 정보는 교통관제센터 고속관제실에 통보되며 교통관제

센터에서는 이에 따라 열차운행통제, 대응인력투입 등 현장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열차운행상황을 중앙센터에서 집중 감

시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열차운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철도교통관제센

터에 있는 관제사가 광범위한 지역 내의 모든 열차운행 상황을 파악한 후 열차진로를 원격제어하여 열차를 

일괄 통제하는 장치로, 열차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968년 중앙선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2009년 12월 기준 설치율은 영업거리 대비 58.9%이며 2011년까지 

71% 수준으로 설치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2 주요환경ㆍ안전성과 지표

83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91 안전경영

92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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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설치현황	및		확대	계획

●	

56.7 57.3 58.9
66.9

71.2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

주요	외국철도	사고율(2008년	기준)	

●		

0.191

0.273

0.038

0.138

0.067

0.116

건/열차주행(단위: 백만 Km)

한국

(KOREA)

독일

(DBAG)

이탈리아

(FS) 

일본 

(JR)

벨기에

(SNCB)

스위스

(SBB

CFF

FFS)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

●		

전문적인 사고조사 분석과 안전심사・평가프로그램 운영

사고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사고조사 전담부서인 안전조사팀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조사

반을 구성・운영하여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사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종합안전심사를 통해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여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안

전관리 우수사례와 무재해달성 인증 등을 가점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합니다. 철도사고에 대한 이 같은 체계적 분석과 관리의 노력으로 코레일의 철도사고(UIC 기준�)는 전년 

대비 8.7% 감소하여 해외 선진철도에 비교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안전점검

안전관리

포털시스템

안전심사·평가

연계시스템

(ERP, KRISH 등)

안전

교육 사고통계 

분석

안전

계획

� UIC 철도사고 기준

- 철도차량시설과 다른 시설과의 충돌사고(건널목사고 제외)・철도차량시설의 탈선사고・철도건널목사고에서 차량시설과 육로차량 간 

충돌사고・선로나 역 구내에서 열차운행 중 발생한 사고(창고, 차고 등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중상(최소 24시간 병원입원을 동반하는 중

상) 이상의 인명피해(자살, 형사상 사망, 자연사 제외)・15만 유로 이상 피해액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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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열차 속도의 고속화 및 열차운행

의 고밀도화에 따라 기관사의 시력에 의존하는 운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의 열차운행 조건을 

궤도회로 또는 정보전송장치를 통해 기관차로 전송합니다. 차내에 허용속도를 표시하고 초과할 경우 자동으

로 열차를 정지, 또는 감속시키는 장치로 현재 영업구간 중 약 22.9%에 설치되었습니다.

		궤도회로기능감시장치(TLDS,	Track	Circuit	Detection	System)||||||||||||||궤도회로 상태를 중앙컴퓨

터실로 실시간 감시하는 정보장치로, 감시결과를 기록한 정보를 통해 장애상태를 재생, 분석하여 동종의 장

애를 예방합니다. 현재 고속선 73개소에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열차무선방호장치(TRPS,	Train	Radio	Protection	System)||||||||||||||2006년 4월에 발생한 경부선 남

성현역 구내 차량굴림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방안으로서 KTX를 포함한 일반열차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현재 KTX 46편성, 92대를 포함 총1,32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열차 고장 및 탈선시에 기관차 내 비

상경보를 통해 인접구간에 운행 중인 열차에 통보하여 자동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열차안전운전안내시스템	및	차상신호시스템||||||||||||||신형 전기기관차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

템으로서 열차안전운행을 비롯하여 운행속도 향상, 운행효율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열차안전운전안내시스템은 기관차 운전실에 모니터를 설치, GPS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선로의 주요정

보(정차역, 곡선예고, 선로분기점, 건널목, 위험개소 등)를 시각ㆍ청각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9개 노선 

1,590km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TX	차축온도분석시스템||||||||||||||열차 주행 중 차량바퀴축에서 감지된 온도를 KTX-RCM시스템을 통

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2007년까지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분석되던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분석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을 개선,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고 검사주기를 단축시켜 차축온도 감지장치에 의한 열자지연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KTX지연에 따른 환불요인을 제거(20분 이상 건당 310만 원)하여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차축온도	감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열차지연	건수	및	소모비용

●	

건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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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9

117

78

234

0

2006 2007 2008 2009

| 레일온도 검지장치

| 열차접근 확인장치

�  관제데이터 실시간 전송
�  센터와 현장의 유기적 연결

� 고속선 열차운행상황 일괄감시
� 고속열차 집중제어 및 통제

�  기존선 열차운행상황 일괄감시
�  일반열차 집중제어 및 통제

� 전력공급설비의 원격제어감시

CTC

SCADA

통신설비

고속 CTC

철도교통관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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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최적화된	인력과	조직

세계적인 품질안전경영 

코레일은 인력운영구조 개편과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체질개선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차량 품질관리, 차량

검수 생산성 향상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코레일만의 체계화된 품질경영은 시설

물 고장분석 및 품질향상, 시스템선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품질안전경영을 기반으로 철도인프라 

신기술을 확보하고 선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추진체계

●	

선진철도를 위한 인력운영구조

코레일은 2020년을 목표로 유지보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력 위주의 철도시설 점검에서 벗어나 점검 및 관리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적 유지보수체계를 구

축하는 한편, 조명등 보수 등 단순・반복업무와 구조물 점검 등 전문분야 업무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생

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검측차 도입 등 점검 자동화를 통하여 선로 도보순회 주기를 개선하고 

인력으로 시행하던 수도권 지하구간 전차선로 검측업무를 자동검측장비로 개선하는 한편 고속선 궤도회로 

및 안전설비의 동작상태 등을 기능감시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 유지보수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철도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선진국형	궤도관리	의사결정시스템	및	자동검지시스템||||||||||||||궤도관리 의사결정시스템은 궤도의 유지

보수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궤도상태를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주기 및 강도 등을 예측하

고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예방 유지보수 선진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궤도틀림 실시간감시시스템과 고속선 

자동검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선로상태를 감시하고 현장에 설치된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를 사업

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전기설비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선진국 수준의 예방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	자동화,	과학화||||||||||||||현대화된 보선장비와 자동화된 검측업무로 최상의 선로 유지보수 

품질을 추구합니다. 유지보수 인력을 정예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한 효율화된 보선장비 현대화를 통해 고품

질 시설물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인력 중심의 수동검측업무를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 전차선로 레이저식 편

위・높이측정기, ATC 차상신호분석용측정기 등의 전용 점검장비 개발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차 및 계측기로 측정된 시설물 데이터는 KOVIS를 통해 입력・관리되며 장애 및 사고, 보수 사례를 전 직

원이 공유하여 전사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품질경영시스템||||||||||||||2000년부터 도입된 코레일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전사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여 정착시킴으로써 9년 연속 대통령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차량

검수 및 부품의 품질개선, 시험기개발, 작업장 개선 등은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및 

경제적 성과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주도형 품질개선 활동은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현장 

자발적 품질관리 운영으로 활성화되어 정착했으며 품질개선 우수직원 보상 및 분석자료 공유 등으로 활동성

과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개선

고장감축

품질분임조 

활성화

안전 교육 차량시스템 개선

고객서비스

헌장 실천

82 주요환경ㆍ안전성과 지표

83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91 안전경영

92 안전관리시스템

94 열차 운행안전

96	 안전인력과	조직|||||||||||||||||||||||||||||||||||||||||||

| 철도 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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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KMAR		검증보고서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GRI	인덱스

부록



2010 한국철도공사(KORAIL)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은 2010 한국철도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의 검증을 요

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한국철도공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정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 범위

한국철도공사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전략,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

다.  검증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경제분야 

 수행업무 및 결론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무 실적 데이터가 한국철도공사의 2009년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상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여부

 환경/사회분야 

 보고서의 다음 부문에 담겨있는 정보가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 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시스템

  - 이해관계자(고객, 임직원, 주주 및 비즈니스파트너)

  - 사회공헌

  - 환경

‘적정하게 기술되었다’는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 및 원천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일관성

과 신뢰성을 갖고 작성되었다는 의미이며, 경제분야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수행 업무의 성격과 깊이 측

면에서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 수준의 검증입니다.

검증기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검증기준은 AccountAbility의 “AA1000 Assurance Standard”에 근거하

여 개발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를 보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KORAIL  _ 2010 Sustainability Report

KMAR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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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절차 및 결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합의된 검증 범위의 보고서 내용 사실여부와 보고된 데이터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검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중 한국철도공사의 제품,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미디어 조사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 검토

 내부 문서 및 자료 등에 대한 검토

 공시된 활동 및 실적 관련 담당자 인터뷰

본 검증인은 문서검토 및 부서방문,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

습니다.

 경제적 성과

 한국철도공사의 200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실적 관련  

 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의 2009년 개별 재무제표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성과

 한국철도공사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수록된 정보는 적절하게 기술되었으며,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본 검증인은 한국철도공사가 발간한 2010년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

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기업경영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로드맵과의 연계성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중대성이슈 도출 및 그 결과의 체계적인 분석

 전략에 따른 업무실적의 성과 및 효과의 종합적인 분석

대 표 이 사     박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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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녹색생활을 지향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기업이 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고객과의 행복한 약속
고객서비스 헌장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일동

고객서비스헌장

… 우리는 고객이 안심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반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친환경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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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입 단체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공공혁신포럼

공기업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철도산업위원회

한국지식경영학회

대한교통학회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한국지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감사협회

			해외 가입 단체

UN Global Compact

UIC(국제철도연맹 2003 정회원 가입활동)

한•중•몽 철도교류협력

한•러 철도교류협력

WCRR(국제철도학술대회)

EURAIL SPEED(고속철도 국제회의)

CCTST(TSR 국제운송조정협의회 2003년

부터 정회원가입활동)

한일철도교류협력

(국토교통성, JR큐슈, JR동일본)

SGS 인증원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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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번호  지표내용  충족여부  해당 페이지 

기업개요

전략 및 분석 1.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언 ◯ 8-11
● 1.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29,45

조직 프로파일 2.1 기업명 ◯ 15
● 2.2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 20-21

 2.3 주요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을 포함한 조직의 운영구조 ◯ 18-19

 2.4 본사/본부 소재지 ◯ 15

 2.5 주요사업장의 국가 수와 국가명 ◯ 19

 2.6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 14

 2.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 ◯ 20-21

 2.8 조직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 15

 2.9 규모, 구조, 소유구조를 고려한 보고기간 동안의 주요변화 ◯ 32

 2.1 보고기간 동안 수상내역 ◯ 39

보고서 요소 3.1 보고기간 ◯ 표2
● 3.2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 표2

 3.3 보고주기 ◯ 표2

 3.4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 표2

 3.5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절차 ◯ 34-35

 3.6 보고범위 ◯ 표2

 3.7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는 특이요소 ◯ 32-35

 3.8 합자회사, 일부소유자회사, 리스설비, 아웃소싱한 운영, 그리고 기타 상황들의 기간별 비교와 

  보고 조직간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근거 
◯ 18

 3.9 데이터 측정기술과 계산방식 ◯ 표2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의 효과, 재인용의 이유 ◯ 표2

 3.11  보고의 범위, 측정방법 상의 주요한 변화 ◯ 표2

 3.12  GRI 보고서 내용의 각 구성 요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표 ◯ 102-106

 3.13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신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현재 관행 ◯ 98-99

지배구조와 협력 4.1 전략 설정이나 감독과 같은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고 위원회를 포함하는 지배구조 ◯ 22-25
● 4.2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 ◯ 23

 4.3 단일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독립적으로 구성된 사외 이사 수 ◯ 23

 4.4 주주와 종업원이 최고 지배조직에 건의,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매커니즘 ◯ 22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CEO, 상급관리자, 경영진의 보수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 22-25

 4.6 이사회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 22-25

 4.7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조직의 전략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세스 
◯ 24

 4.8 내부적으로 개발된 미션이나 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경제, 환경, 사회 성과와 관련된 원칙, 실천 정도 ◯ 100

 4.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관련 위험과 기회의 규명 및 관리를 포함하는 최고 지배 구조의 절차 ◯ 22-25

 4.10  최고 지배구조의 성과, 특히 경제, 환경, 사회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세스 ◯ 22-25

 4.11  예방 접근이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28-29, 51, 52-53

 4.12  자발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 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 101

 4.13  협회, 국가, 국제 조직내 주요 회원 ◯ 101

 4.14  조직에서 활동 중인 이해관계자 리스트 ◯ 32-33

 4.15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 32

 4.1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협의의 빈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접근 방식 ◯ 33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온 중요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 34-35

  경제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42-44

 EC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총수익, 운영비, 종업원 급여, 기부, 지역사회투자, 이익잉여금, 투자자와 정부 보상 포함) ◯ 42-44

전략 및 분석
●

조직 프로파일
●

보고서 요소
●

지배구조와 협력
●

GRI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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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활동의 재무적 영향과 다른 위험과 기회요인 ◯ 82

 EC3 연금제도에서 사측부담 범위 ◯ 66

 EC4 정부지원금 ◯ 43

 EC5 주요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신입사원의 임금 ◯ 67

 EC6 주요사업지역에서 현지조달 정책, 실적, 비중  해당없음

 EC7 현지고용절차와 상급관리자의 현지인 비율  해당없음

 EC8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 20-21, 46-47, 48-49

 EC9 간접 경제영향 ◯ 20-21

  환경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82-83

 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 86-87

 EN2 재활용자원 이용 비율 ◯ 87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에너지 소비 ◯ 86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에너지 소비 ◯ 86

 EN5 절약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 ◯ 86-87

 EN6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저감 ◯ 86-87, 90

 EN7 간접에너지 소비와 사용저감을 위한 노력 ◯ 84-85, 86-87

 EN8 취수량 및 물 사용량 ◯ 89

 EN9 취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수원 ◯ 89

 EN10 재순환, 재사용되는 물의 비율과 총 부피 ◯ 89

 EN1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땅의 위치와 크기  해당없음

 EN1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해당없음

 EN13 보호하거나 복원해야 할 서식지역   해당없음

 EN14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 현재 활동, 미래 계획   해당없음

 EN15 멸종위기동식물 중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의 수   해당없음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86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보고되지 않음

 EN18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성과  ◯ 84-85

 EN19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 88-89

 EN20 NOx, SOx 등 중요 대기 배출량  ◯ 86

 EN21 총 폐수배출량과 수질  ◯ 89

 EN22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총폐기물량  ◯ 87, 88-89

 EN23 유출사고 총횟수와 유출량  ◯ 88-89

 EN24 바젤 협약에 명시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폐기물의 운송, 수입, 수출 중량과 국제적으로 거래된 폐기물의 비율  ◯ 87, 88-89

 EN25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과 영향 축소의 범위를 관리하는 노력 제품 사용기간의 종료시점에서 재생가능한 제품의 비율 환경규제 위반 건수,  ◯ 89

  벌금, 처벌 조직운영과 물류에 사용된 제품, 상품, 원료 운송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전체환경보호 비용 지출과 투자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활동과 성과 ◯ 88-89, 90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해당없음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해당없음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영향 ◯ 88-89

 EN30 환경보고 지출 및 투자 총액 ◯ 86

  노동 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56, 64, 66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 63

 LA2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이직률  ◯ 63, 64

 LA3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66, 69

 LA4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 63, 70-71

 LA5 운영상의 변화에 사전 고지기간  ◯ 70-71

 LA6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 67, 68

 LA7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 56, 68

 LA8 심각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종업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 예방, 위험 관리 프로그램  ◯ 67, 68-69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 67, 68

 LA10 종업원 유형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 65

 LA11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64-65

 LA12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  ◯ 64-65

 LA13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 63, 64

 LA14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임금 비율 ◯ 63

  인권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56, 67, 69, 70

 HR1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투자계약 비율  × 보고되지 않음

 HR2 인권 심사를 받은 주요 공급자나 협력사의 비율  ◯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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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3 인권관련정책 및 절차에 대한 종업원의 교육상태  ◯ 64-65, 72

 HR4 차별사례  ◯ 63, 64

 HR5 결사 및 단체협상의 자유를 위반한 사례  ◯ 70-71

 HR6 아동노동 사례 ◯ 64

 HR7 강제 또는 강요 노동 사례  ◯ 64

 HR8 인권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보안 인력의 비율  × 보고되지 않음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72-75

  사회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56, 72, 74

 SO1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례  ◯ 74-75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 73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72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72-73, 74-75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해당없음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해당없음

 SO7 부당 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 73, 74-75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해당없음

  제품책임 성과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56-57, 58, 91

 PR1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절차 ◯ 57, 58-59, 60-61

 PR2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 위한 사례의 횟수와 형태 ◯ 58-59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58-59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58-59, 60-61, 62

 PR5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의 결과를 포함한 고객만족과 관련된 절차 ◯ 59, 60-61

 PR6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 표준, 자발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프로그램 ◯ 59

 PR7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제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 59

 PR8 고객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건수 ◯ 56, 58-59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관련 법률 및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해당없음

  물류운송부문   

 LT3 환경영향관리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기술 

  1)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을 위한 이니셔티브(예시. 하이브리드카 등) 2) 관련법 변경 3) 노선계획 
◯ 83, 84-85

 LT4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기술 ◯ 86-87

 LT5 도로운송과 관련된 도시의 대기배출을 통제하는 이니셔티브 기술 (예시: 대체 연료의 사용, 차량정비의 빈도수, 운행방법 등) ◯ 84-85

 LT6 교통혼잡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실행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예시: 피크시간 외 시간대의 분배 활성화, 신규 도심교통 체제 도입, 대체 운송 방식에 의한 배송 비율) 
◯ 20, 48

 LT7 잡음관리 혹은 완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기술  ◯ 88

 LT8 보고 조직의 주요 운송기반 자산(예시. 철도) 및 부동산의 환경 영향 기술과 환경영향 평가 결과 보고 ◯ 84-85, 88-89

 LT9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결정하는 사내 정책 및 프로그램과 휴게시설 및 선단 운영 근로자의 휴가제도에 대한 기술 ◯ 68

 LT10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제공에 대한 기술 ◯ 70

 LT11 약물 중독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기술 (예시: 캠페인, 교육) ◯ 68

 LT12 운송거리 백만 킬로미터당 운전자 및 제 3자의 교통사고 사망률 ◯ 82

 LT15 "지역 혹은 글로벌 차원의 물류 운송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사례

  (예시: ton수송량, 월간 인원수, 지출, 시장가치, 재앙 에 대한 사전준비 및 대응을 위한 현물 기부)" 
◯ 76-77, 78-79

 LT16 모집 및 채용에 대한 선정기준과 ILO 국제 기준과의 관계 설명 ◯ 63, 64-65

 LT17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기술 ◯ 64-65, 66

지표번호  지표내용 및 보고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설명 

EC6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입찰자격의 동등부여로 특정지역 구매우대정책은 없습니다.  

EC7 코레일의 해외법인은 총 3개국으로서 모두 국내에서 파견되며 현지인 채용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N11, EN12, EN13,

EN14, EN15 
철도 구조개혁에 따라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고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N17 기타 간접온실가스 배출량(자가용 출퇴근을 버스로 이동할 때 배출량 감소 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EN27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재생가능한 제품비율은 없습니다  

HR1 현재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투자계약 비율을 없으나 향후 인권조항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R8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성희롱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보안인력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O5 본 보고기간 내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SO6 본 보고기간 내에서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을 기부한 바가 없습니다.  

SO8 본 보고기간 내에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금전적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PR9 본 보고기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없습니다. 



“Oh! GLORY KORAIL”
코레일 작사/작곡

레일위에 피어나는 맑은 세상 달릴수록 푸른강산 녹색철도 

코레일 국민위해 미래를 위해 코레일 영원히 함께 할 우리의 철도

고객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행복이 함께하는 국민의 철도 

코레일 국민위해 미래를 위해 코레일 영원히 함께 할 우리의 철도

대륙넘어 세계로 달려간다 내일의 꿈을여는 희망의 철도 

코레일 국민위해 미래를 위해 코레일 영원히 함께 할 우리의 철도

| 한국철도공사 社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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