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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5

코레일은 200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올해 여덟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레일의 미션인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를 중심으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이행 성과를 공개하고, ‘국민행복 코레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고서는 

특히 국민기업으로서 코레일이 드리는 7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 및 ISO 260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기준(Core)을 준수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요 이슈에 대한 경영방식 공시(DM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코레일 본사와 지역본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 

하였으며, 일부 계열사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6년 상반기 활동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GRI G4에서 제시하는 보고경계(Boundary) 식별 방법에 의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들이 코레일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3자 검

증기관은 본 보고서가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기준(Core)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기준연도, 소유와 관련된 전년 대비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데이터 산정 및 내용  

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각주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주소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브랜드경영처

메일 sustainability@korail.com 전화 042-6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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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2008년부터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 해를 달려온 코레일의 노력과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소통 공간입니다. 코레일은 117년 동안 국가  

대동맥이자 국민의 동반자였던 한국철도의 전통과 저력을 이어받아 공사로 

전환된 지난 11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경부·호남 KTX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90분대 생활권을 완성

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영업흑자와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국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코레일의 경영활동을 

보다 밀도 있게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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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철도 5대 관광벨트의 완성과 대륙철도 진출 기반 확보 등

으로 새로운 철도 발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철도운영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철도경쟁체제라는 낯선 

환경과 다가오는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국내외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혁신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코레일은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날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안전은 최우선 경영목표이자 핵심가치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열차의 속도 향상과 서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코레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구현을 위해 철도운영 노하우와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선제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공사 

출범 당시보다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를 61.6%로 개선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전혁신본부를 사장 직속

으로 운영하여 안전취약개소를 보다 신속히 발굴·개선하고 IT 기술을  

활용해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하겠

습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영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핵심기능 위주로의 사업구조 개편과 열차운행체계 강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1,000억 원대 영업

흑자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부채 감축의 전환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흑자경영의 기반을 토대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선 중심의 허브 시스템 구축과 열차 

운행체계 최적화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운영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영구조를 완성

하겠습니다.

코레일만의 국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레일의 사명은 철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개선, 열차 정시율 제고 등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인 96.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레일은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점 고객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의 명품화와  

철도문화 콘텐츠 확대를 실현하여 늘 국민 곁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코레일만의 감동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코레일은 노사화합이야말로 기업의 존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적폐였던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2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전 직원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설계와 노사공동 토론회 개최로 신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임직원이 함께 코레일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코레일은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ISO 26000 7대원칙을 주요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등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

될 때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철도

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개발도 활발히 지원하면서 세계 최고의 철도운영

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코레일의 미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홍 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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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 Highlights 2015

선제적 안전관리로  

역대 최고수준 안전성 확보

코레일은 국민의 눈높

이에 맞는 안전 확보를 

위해 116년 철도운영 

노하우와 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

였습니다. 특히 전사 안

전책임 목표제를 도입

하고 철도특성에 최적화된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설

비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 

1.757건/백만km로 역대 최고의 안전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 

 

수익관리시스템(YMS)* 

최적화, 호남고속선과 

동해선의 신규개통에 따른 

수요 확충, 5대 관광벨트 

완성, 다원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수익 창출 노력과 

조직혁신 및 인력효율화, 

열차운영 효율화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역대 최고 매출과 함께 2년 연속 1,000억 원대 영업흑자를 달성

하였습니다.

*  수익관리시스템(YMS : Yield Management System) : 과거 Big data를 분석 

하여 열차의 수요를 예측하고, 상황에 따라 좌석을 관리하는 수익관리시스템 

KTX 이용객 5억 명 돌파 

KTX가 개통 11년 5개월 

만에 이용객이 5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한지 4,194일 만에 

이룬 성과이며, 그동안 

KTX 운행거리는 2억 

8,000만km로 지구둘레를 

6,900바퀴 돈 거리에 해당합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 

KTX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등 국민 생활지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수준 고객만족도 달성 

 

코레일은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6.4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차세대 여객영업시스템 

오픈, 온라인 구매 편의성 향상, 코레일 앱 기능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임산부,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객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2013 2014 2015

2.359

1.942

1.757

안전운행서비스율(장애사고율)

(단위 : 건/백만km)

2013

-1,851억 원

2014 2015

1,001억 원
1,136 억 원

* K-IFRS 연결기준

2013 2014 2015

91.5

93.1

96.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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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마차상(Golden Chariot)  

3개 부문 수상 

코레일은 세계 교통분야의 오스카상

으로 불리는 ‘Golden Chariot(황금마차상)’

에서 ‘올해 최고의 철도기업상’, ‘올해 

최고의 CEO상’, ‘올해 최고의 철도 

안전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황금마차상은 2005년 러시아의회가 

제정한 교통 분야 유일의 국제적인  

상으로 철도, 항공, 도로, 해운 등 교통산업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3개 부문 수상은 

한국철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향후 

국내 철도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운행 등  

대륙철도 진출기반 마련 

코레일은 남북철도 연결과 실크로드 

익스프레 (SRX: Silk Road eXpress)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철도협력

기구(OSJD)* 서울 사장단회의와 

국제철도물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유라시아 철도 구간 

중 유일하게 끊겨 있는 남북 철도 연결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친선특급’ 운행으로 

베를린, 모스크바 등 6개국(10개 도시), 14,400km를 횡단하며 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공감대를 전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송협력 기구 

※  회원국간 국제철도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협약 등 철도운송협정 및  

국제운송표준 원칙 설정

5대 철도 관광벨트 완성 

강원도의 자연비경과  

정선의 문화, 서해안의  

바다와 낙조 등의 관광 

자원과 철도를 융합한  

강원청정 및 서해골드 

벨트를 개발하여 5대  

철도관광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5대 철도관광벨트는 낙후된  

간선철도 노선 중 자연경관이 빼어난 철길 및 간이역과 지역 관광

자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여 관광수요·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코레일형 창조경제’ 모델입니다.

근속승진제도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 

근속승진제도가 성과와 

노력에 무관한 연공서열식 

자동승진을 보장하면서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CEO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여 2015년 

5월, 근속승진 폐지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직원

들의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일정부분 삭감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합의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조직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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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소개 

기업 개요

 
코레일은 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을 시작으로 축적된 117년간의 철도운영  

전문성과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는 정부 소유 100%의 철도운영 공기업입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기업명 한국철도공사(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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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본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이사 홍순만

조직 본사 7본부, 6실, 5단, 62처 /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23개 부속기관

총자산 18조 1,987억 원 

매출액 5조 5,160억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136억 원 / 864억 원

임직원수 정원  27,981명 / 현원  26,607명

* 일반정보 : 2016.06.01. 기준, 재무정보 : 2015.12.31. 기준(K-IFRS 연결)

시설 및 수송 현황 (2015.12.31. 기준)

주주구성 (단위 : %/지분율)

역 673개

관리역 69개 / 소속역 565개 

신호장 33개 / 신호소 6개

사업소 236개

승무 31개 / 시설건축 87개 

차량 28개 / 전기신호 90개

차량현황 16,904량

KTX 1,380량  / 동차 2,841량 

기관차 492량 / 화차 11,076량 

객차·발전차 1,099량

디젤기중기 16량

영업거리

철도거리 3,873.5km

(총 95개 노선)

복선거리 2,279.4km

(58.8%)

전철거리 2,727.1km

(70.4%)

1일 평균수송실적

여객 349.6만 명

화물 10.2만 톤

3.66 96.34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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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열사

계열사 현황

코레일은 사업을 특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계열사 간 사업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룹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계열사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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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상업시설 운영, 광고매체 운영 326 60 2,470 100.0

코레일로지스㈜ 철도연계 물류사업 73 77 520 92.1

코레일관광개발㈜ 관광레저, 유통/승무사업 836 40 695 51.0

코레일네트웍스㈜ 역무관리, 고객센터 위탁 주차장 운영 881 72 836 89.5

코레일테크㈜ 선로/전기시설 관리, 철도차량 보수 47 19 381 97.3

해외 주재 현황 

코레일은 해외 선진철도의 정책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프랑스와 중국에 해외주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재는 유럽철도 기관과의 기술교류, 교육컨설팅 및 KTX 부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주재는 중국철도를 비롯한 대륙철도 연선국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유럽·중앙아시아 시장조사를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

코레일 

테크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프랑스 주재

중국 주재

철도차량정비단

시설장비사무소

고속철도시설사무소

서울정보통신사무소

고속철도전기사무소

안전계획처 안전관리처

안전조사처 비상계획처

물류계획처 물류영업처

물류개발처

광역계획처 광역영업처 

교통시스템처 광역수송처

사업기획처 역사개발처

역세권개발처 해외사업처

관제실

여객운영단

여객영업처 CRM처

영업지원처 고객서비스처

영업개발처

사장

부사장

홍보실

언론홍보처 / 브랜드경영처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감사기획처 / 행정감사처 / 경영감사처 / 청렴조사처

지역본부(12개)

비서실전략기획실

안전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여객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사업개발본부 기술본부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처 경영기획처

예산처 정보기획처

국제협력처 환경경영처 

관광사업단

차량기술단

차량계획처 고속차량처

일반차량처 전동차량처

시설기술단

시설계획처 선로관리처

토목시설처 건축시설처

전기기술단

전기계획처 전철처

정보통신처 신호제어처

여객전략단

인사노무실

총무처 인사기획처 

인사운영처 노사협력처

복지후생처

재무관리실

재무회계처 자금원가처

물자관리처 계약처

법무실

경영평가실

철도교통관제센터

연구원

정보기술단

물류사업단

인재개발원

운전기술단

운전계획처 수송조정처

운전지원처

특별동차운영단

회계통합센터

*  12개 지역본부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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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7,767

7,218

여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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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수송 및 관광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통한 KTX는 전국 반나절권 국민 

생활을 주도하면서 개통 초기 일평균 7만 2천 명으로 출발하여 2015년 9월에 누적 승객 5억 명을 돌파 

하였으며, 300㎞ 이상의 장거리 국내 여객운송수단 중 약 5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국내 대중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와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여 2015년 전국 5대 철도관광벨트(중부내륙벨트, 남도해양벨트, 평화생명벨트, 강원청정

벨트, 서해골드벨트)를 완성하였으며 매년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코레일은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의 최대 운영자로서 총 12개의 광역철도 노선[경부ㆍ경인ㆍ경원선ㆍ장항선

(1호선), 일산선(3호선), 과천ㆍ안산선(4호선), 분당선, 경의ㆍ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4년 개통 이래로 42년이 지난 현재 전철역의 수가 236개 역으로 5배 증가하였고 하루 운행하는  

열차의 횟수가 2,322회로 7.8배 증가, 하루 이용 고객이 312.4만 명으로 15.6배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신설노선 확충과 전동열차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국내 최초의 2층형 도시간 급행열차인 ITX-청춘의 도입 등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광역철도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노선도

고속열차(KTX) 일반열차 관광열차

여객사업 주요 성과

매출액 (단위 : 억 원)

16,0545,052 합계 21,105

16,7235,172 합계 21,895

19,2675,151 합계 24,418

 일반 및 관광     고속

2013

2014

2015

수송량 (단위 : 천 명)

54,74477,289 합계 132,033

56,91777,524 합계 134,442

60,53574,959 합계 135,494

 일반 및 관광     고속

2013

2014

2015

1,140,393

1,135,165

1,098,363

광역철도사업 주요 성과

* K-IFRS 별도 기준

2015

2014

2013

2015

2014

2013

 고속철도운행구간     일반철도운행구간

광역철도사업 매출액 (단위 : 억 원)

수송량 (단위 : 천 명)

* K-IFRS 별도 기준

여객사업 현황

사업내용

• 고속열차(KTX)

•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ITX-새마을)

• 관광사업

2015년 주요실적

• 여객영업거리 : 고속 594.5km, 일반 및 관광 3,059.1km

• 연간 열차운행거리 : 고속 34,808천km, 일반 및 관광 38,215천km

• 1일 열차운행횟수 : 고속 243회, 일반 및 관광 332회

• 1일 평균 수송량 : 고속 16.6만 명, 일반 및 관광 20.5만 명

• 1일 평균 매출 : 고속 5,279백만 원, 일반 및 관광 1,411백만 원

광역철도사업 현황

사업내용

•광역전철(12개 노선, 236개 역)

•ITX-청춘(용산~청량리~춘천)

2015년 주요실적

•광역철도영업거리 525.8km •연간 열차운행거리 39,820천 km

•1일 열차운행횟수 2,322회 •1일 평균 수송량 : 312.4만 명

•1일 평균 매출 : 2,27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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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삼진어묵, 부산오뎅, 양산국밥, 깡통골목유부전골, 승기씨앗호떡 동대구역 반월당고로케

대전역 성심당, 가락국수, 봉이호떡, 구즉묵밥 전주역 PNB풍년제과

서울역 서울연인 제천역 순우리초

울산역 언양불고기 신경주역 별채반

익산역 PNB풍년제과 구미역 반월당고로케

지역맛집

물류사업

철도운송을 기본으로 창고업, 하역업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은 철도수송에 적합한 

전략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계절별 수요에 따라 승무사업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도물류는 에너지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으로서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화물 

자동차의 1/12,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물자동차의 1/10에 불과합니다. 또한, 1회에 1,000톤  

이상을 한꺼번에 대량수송가능하고, 도로와 같은 교통체증이 없으며, 눈, 비,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전천후 안전수송 수단으로 6대 권역의 106개 역에서 철도 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원사업

다원사업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사업으로 철도와 연계한 자산개발, 관광 및 해외

사업을 포함하며, 주요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지역의 특산물 체험, 회의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수색, 대전 등 대도심 역세권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구미역, 성균관대역, 동대구역 등 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고객편의시설 개선 및 수익증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맛집 및 테마매장과 같이  

역사내 차별화된 매장을 개발하여 유통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사업에서는 기존 중고차량 수출  

위주에서 컨설팅, 철도 운영유지보수(O&M)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화물취급역

수도권

서빙고, 월롱,  

오봉, 인천, 오류동, 

의왕, 팔당,  

만종

강원권

동해, 묵호항, 삼척, 

삼화, 안인, 옥계,  

철암, 도계

중부권

고명, 삼곡, 입석리, 

도담, 석항, 쌍룡,  

예미, 무릉, 석포,  

문수, 주평

영남권

신동, 약목, 가천, 괴동, 

청천, 신동화물, 부산신항, 

부산진, 온산, 장생포,  

울산항, 양산화물,  

덕산

충청권

대전조차장, 간치, 소정리, 

흑석리, 연무대, 회덕, 도안, 

청주, 음성, 매포, 부강, 

신례원, 삽교, 장항화물, 

부강화물

호남권

군산, 동익산, 관촌,  

동산, 북전주, 하남,  

대불, 장성화물, 광양,  

신광양항, 태금, 적량,  

흥국사, 덕양,

물류사업 주요 성과

* K-IFRS 별도 기준

39,822

37,379

37,094

3,694

3,650

3,564

2014

2015

2013

2013

2014

2015

수송량 (단위 : 천 톤)

물류사업 매출액 (단위 : 억 원)

다원사업 주요 성과

1,885

1,860

1,401

3.9

3.6

3.1

* K-IFRS 별도 기준

2015

2014

2013

2014

2015

2013

다원사업 매출액 (단위 : 억 원)

다원수익 비중 (단위 : %)

물류사업 현황

사업내용

•철도운송 •보관창고업/하역업

•내륙운송(셔틀)

•KTX특송/택배제휴 사업

2015년 주요실적

•화물영업거리 : 3,077.0km •연간 열차운행거리 : 19,546천km

•1일 열차운행횟수 : 262회 •1일 평균 수송량 : 10.2만 톤

•1일 평균 매출 : 1,000백만 원

다원사업 현황

사업내용

• 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 자산개발사업, 관광사업, 해외사업

2015년 주요실적

• 매출액 1885억 원 -  임대사업 523억 원, 유통 595억 원, 광고 222억 원, 주차장 89억 원,  

역사개발 69억 원, 부동산개발 35억 원, 해외사업 60억 원, 기타 292억 원

•임대료 철도공사 자산임대

•유통수익 코레일 유통에서 받는 구내영업료

•광고수익 철도공사 설치광고수익 및 KTX 영상광고수익 등

•주차장수익 철도공사 역 부설 주차장 및 유휴자산 활용한 주차장 운영 수익

•역사개발수익 민자·복합역사 운영 및 건설에 따른 상업시설 소유 지분에 대한 사용료

•부동산개발수익 역세권 및 유휴부지 개발 수익

•해외사업 중고기관차 운영 및 유지보수 컨설팅, 중고기관차 부품 수출, 국제철도 연수 등

•기타수익 교통카드 충전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수수료, 직원수련원 이용료, 사내 벤처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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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창사 10주년을 맞아 2015년을 “제2의 창사, 재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10년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자 新경영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ʼ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방향과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경영가치체계

경영전략 체계

미션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북ㆍ대륙철도 연결과 철도 중심의 신성장사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창조에 기여 

전략과제 (15) ①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 확립

② 첨단 기술력 확보

③ 과학적 유지 보수체계 구축

④ 수요중심 열차 운행 최적화

⑤ 전략적 운송수익 확대

⑥ 사업운영 체계 효율화 

⑦ 고객감동 서비스 강화

⑧ 국민공감활동 강화

⑨ 대외 이미지 혁신

⑩ 미래지향 조직문화 혁신

⑪ 경영관리 시스템 선진화

⑫ 성과중심 책임 경영 체질화

⑬ 인프라 기반 다원사업 확대

⑭ 핵심역량 중심계열사 사업확대

⑮ 대륙·해외철도 사업 추진

2020 경영목표 철도사고 “0” 영업흑자 기조유지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조직문화 혁신

안전운행서비스

1.249건/백만㎞

영업수익

68,090억 원

고객만족도

96.5점

부채비율 189.7%

지속가능경영 AAA

다원사업매출액

7,546억 원

미래성장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방향 절대 안전체계 확립 최적 운송체계 구축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대

비전 국민행복 KORAIL

창조적 고객가치 구현과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절대안전

창조경영

흑자경영

조직혁신

경영방침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제일 경영 정착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과 코레일형 창조경제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전방위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영업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부채감축 및 경쟁력 있는 공기업 실현 

근본적인 조직혁신을 통한 협력과 열정의  

기업문화로 대한민국을 선도 

핵심가치 안전우선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이자 가치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lobal No.1 수준을 넘어 무결점 안전관리 실현

고객만족

모든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철도서비스를 창조

변화도전

철도가족과 국민이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열정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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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체계

코레일은 1899년 설립 이후 국가의 대동맥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람ㆍ 

세상ㆍ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를 만들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일류 철도운송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사람, 세상,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비전 아래 특화된 사회책임활동으로 지속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기업의 사명을 실현하고 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집중하여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코레일은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부서인 브랜드경영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10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윤리, 환경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전략 및 로드맵을 점검하고, 리스크에 대응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추진분과

추진동력 

부여

실행 및  

피드백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추진

비전 수립 및 지속성장  

고려한 경영활동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지속가능경영 비전 

전략방향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KORAIL WAY 창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윤리의식 

내재화 등 기업과 구성원의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

철도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

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동반

성장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기업

으로서의 책임 완수

열린 고용문화,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차별없는 인사정책 실현과 고충

처리 확대, 직원건강관리 등을 통한 

임직원 만족으로 공사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인적·물적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등 고객을 위한 각종 정책의 지속

적인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철도 

기업으로 성장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녹색철도 

위상강화

Trust 신뢰 Responsibility 책임 Ardor 열정 Innovation 혁신 Nature 자연

•지속가능경영 총괄 및 대외 대응
•각 분야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

지속 
분과

•전사 사회공헌활동 총괄
•업에 특화된 활동 발굴 및 확산

사회공헌 
분과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정부정책 총괄
•직원 역량개발 및 복지정책

인사 
분과

•고객서비스 향상 정책 수립 및 추진
•고객 소통채널 운영

고객 
분과

•환경업무 정책 수립 및 총괄
•폐기물 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환경 
분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 운영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

청렴 
분과

•동반성장 정책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총괄

동반성장 
분과

•산업재해 예방 정책 총괄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건 
분과

•철도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고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 
분과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총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분과

환경자문위원회 환경경영 녹생성장 친환경정책

휴먼에러연구위원회 직원안전 건강증진 정신건강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절대안전 안전기술력 불안전제거

투명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공정거래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재능나눔 자역공헌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고객서비스 의견반영 소통채널

지속가능경영 실무 추진  

실행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방향설정

브랜드경영처

브랜드경영처

인사기획처
인사운영처

고객서비스처

환경경영처

청렴조사처

물자관리처

안전계획처

안전계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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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7명)

홍순만 사장

임영호 상임감사위원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

황승순 여객사업본부장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경영감독 및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CEO를 포함하여 철도관련 학계와 철도현장

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상임이사 7명, 교통계, 법조계, 경제계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여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여성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내  

여성비율을 2013년 7.7%에서 2014년, 2015년 13.3%로 확대·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핵심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 및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명)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정한 임원추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 경영, 언론,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위원풀로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에서 인재를 추천받아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 추천은 100% 

공개모집, 이해관계자 추천후보 배제, 회의록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여 임원선임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체계 

이사회 (의사결정, 경영감독, 경영지원)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  •구성 : 상임이사 7인, 비상임이사 8인  •개최 : 12회  •의결안건 : 33건 

기획재정 소위원회  

(경영목표, 조직, 예산 등  

정책 수립 관련사항)

•구성 : 비상임이사 3인  

(정수일, 손봉균, 주영은), 상임이사

사업 소위원회  

(신규사업, 영업·수송정책, 안전 등 

사업 운영 관련사항)

•구성 : 비상임이사 3인  

(하성규, 임무성, 김영자), 상임이사

감사위원회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구성 : 비상임이사 2인  

(조석홍, 조승호), 상임감사위원

이사회 개최

이사선임 프로세스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비상임이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선임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대통령 임명

상임 

감사위원

이사회 구성  (2016.06.01. 기준)

하성규
(現)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선임비상임이사)

정수일 (現)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조석홍 (現)울산대 교수

손봉균 (前)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조승호 (現)대주 회계법인 대표

임무성 (現)한국정보통신(주) 고문

김영자 (前)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주영은 (前)연세대학교 정경대학장

비상임이사

(8명)

*상임이사 3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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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코레일의 경영, 정책,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을 목표로 경영견제 강화, 정책결정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2015년에는 12회의 이사회를 통해 3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그 중 8건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검토 내실화 및 핵심 사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3단계 사전심의제 운영, 비상임이사회의 정례 개최, 부의안건 100% 사전설명을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비상임이사의 발언비중은 1.1%p, 수정의결 비율은 15.4%p 상승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 활성화

현업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현장 경영활동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5대 관광벨트,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점검을 통하여 경영정상화 대책, 서비스 개선방안 등 총 23건의 경영자문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근속승진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책현안을 적기 처리하여 정부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으며, 역세권개발 재무분석 점검 등 중요 투자사업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여 주요 현안과제 목표달성을 견인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역할 강화

비상임이사의 경영현안 이해도 제고 및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핵심 현안보고회, 간담회, 방문설명 등을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정보 제공 및 원격결재 도입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운영규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노조대표와의  

공동간담회 개최로 노사 상생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특강을 시행하는 

등 비상임이사와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확대

비상임이사 전문분야별 경영자문관 제도 및 소속별 전담이사 지정 운영으로 비상임이사 전문분야에  

특화된 정책결정, 맞춤형 경영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철도산업에 특화된 전문소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공항철도 매각, 고객서비스 개선 등 주요 경영현안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세미나, 전문 정책

포럼 참여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륙 철도 진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구분 2013 2014 2015

이사회 개최횟수(회) 15 12 12

의결안건(건) 34 40 33

보고안건(건) 16 16 16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수정의결안건(건,%) 3(8.8) 2(5.0) 8(24.2)

이사회 참석률(%) 97.8 94.1 93.3

비상임이사 참석률(%) 98.2 93.5 94.8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68.7 69.0 70.1

이사회 운영 성과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실적

 비상임이사 경영자문(회)  비상임이사 경영제언(건)

 경영제언 반영건수(건)

2013 2014 2015

11

18
17

222222 222223

사전심의제도 운영 실적

심의제도
개최

(회)

안건

(건)

수정이상 

비율 (%)

경영전략위원회 14 39 25.6

투자심의위원회  8 13 38.5

경영전략실무위원회 10 19 42.1

투자심의실무위원회  7 23 39.1

이사회 운영 추진전략

운영목표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성과지표 •전문소위원회 개최 성과

•경영자문 및 경영제언 건수 및 정책반영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사전심의제 운영

실행과제
• 임추위 구성 적정성 확보

• 임추위 운영 투명성 확보

•여성 참여비율 확대

• 전문소위원회 개최 확대

• 경영자문관 제도 운영

• 경영제언·자문 정책반영

•현장 소통경영 강화

•사전심의제 내실화

•안건 사전설명 강화

• 비상임이사발언비중 확대

• 경영제언·자문 활성화

•수정의결비율 향상

전략방향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정책결정 내실화경영견제 활성화

비상임이사 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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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

윤리경영 추진전략

윤리경영 추진체계

코레일은 경영진의 강력한 윤리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상위 수준의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처가 윤리경영을 총괄하며, 청렴조사처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 부패척결 의지에 부합하고 더 깨끗한 코레일로 

거듭나고자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도와 프로세스 틈새의 부패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청렴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과제

코레일은 2014년 공사 창립 최초의 영업흑자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하락원인을 조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심층분석 함으로써 공유와 소통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윤리규범의 강화, 윤리경영활동 홍보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8대 중점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윤리경영 체계도

비전 국민행복 KORAIL

2015년도 목표 영업흑자 시대에 부합하는 6대 청렴도 세부목표 달성 

슬로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KORAIL WAY 창조

내부

외부

평가/환류 반부패청렴노력평가관리자청렴도자체외부청렴도

KoBEX-SM 지수부패방지시책평가종합청렴도

윤리규범

전담조직

실행체계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윤리헌장

경영진
•경영관리처

•부패척결추진단

: 윤리경영 체계 정립(총괄)

: 제도, 프로세스의 틈새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감사실
•청렴조사처

•투명경영위원회

: 반부패·청렴활동 종합 추진

: 반부패·청렴 주요정책 선정 등

실행과제원인분석

내부원인

•현업부서의 적극적 참여 유인 동력 미흡

•구성원 문제의식 부족 및 수동적 조직문화

•지속적 구조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 잠재

외부원인

•계약 및 감독부문의 통제와 감시체제 미흡

•계약 및 관리분야의 불합리한 요소 내재

•철도산업의 규모가 작아 유착발생 우려

내부고객

•관리자 중심의 청렴의식 확산

•취약분야 예방활동 및 처벌 강화

•공유와 소통의 청렴문화 확산

•조달업무 투명성 제고

•협력업체 맞춤형 서비스 확대

•협력업체 공감대 접점 강화

정책고객

•상시소통 전담조직 운영

•윤리경영활동 홍보 강화

부패척결추진단 조직도

부패척결추진단TF

단장 : 부사장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반부패추진팀

경영관리처장 

(경영관리처 2인 / 청렴조사처 2인)

인사팀

인사운영처장 (인사운영처 2인)

구매계약팀

계약처장 (계약처 2인)

기술관리팀

차량계획처장 

(차량2인 / 시설1인 / 전기1인 / 여객1인)

품질관리팀

물자관리처장 

(물자관리처 2인 / 품질인증센터 2인)

간사

경영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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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활동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 

코레일은 윤리규범 개정을 통해 임직원 행동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 행동기준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패 예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2급 이상 직원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준연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시에 반영하고, 소속별 주요 청렴활동을 내부평가 지표인 ‘반부패·청렴 노력도’에 

반영하여 윤리경영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윤리프로그램 도입

코레일은 CEO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반영하여 계층별 맞춤형 윤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급 이상 

간부 300명이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 전파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상임감사위원이 

전 소속을 순회하여 인문학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청렴문화 확산 및 인식 재정립을 

위해 CLEAN-5*,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 3년차 미만의 신입사원으로  

구성한 청렴 홍보대사 ‘코레일 청렴아이’를 운영하여 뮤지컬 및 역할극 형태의 윤리경영 공감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CLEAN-5 : 금품 수수 금지, 관행적 부조리 근절, 부당 업무지시 근절, 부당 예산집행 근절, 투명한 업무처리

자율개선 노력 

코레일은 직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윤리경영 문화를 내재화하여 청렴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소속별 부패취약개소에 대한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인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위조품 납품  

근절방안 마련 등 26건의 과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용품 납품업체의 부조리한 요구 및 유착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물품검사업무 순환제, 물품 동반 검사제 등을 도입하여 납품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윤리경영 문화 확산 

코레일은 계열사를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시행하고 우수 윤리시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별  

임직원 행동강령을 표준화하고 반부패·청렴시책, 자율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확산하여 전 계열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UNGC 페이플레이클럽에서 국내 철도부문 윤리경영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블라인드 심사, 익명보장신고시스템 등 코레일의 윤리경영시스템 및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적극적인 윤리경영 추진 노력의 결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3등급

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2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 

습니다. 또한 외부평가인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SM)에서 7년 연속 AAA 등급을 달성하여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공정한

업무수행

부패행위 주선자 처벌 강화 부패행위 제공·제안·주선자 1단계 상향된 징계양정기준 적용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자 자체성과급 제외, 부패행위자 승진제한기간 6개월 추가

건전한

공직문화  

확산

취업청탁 금지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부패행위자 공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자 공개 규정 마련

행동강령 적용 범위 확대 파견근로자까지 임직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 확대

고발 기준 강화 공금유용(직무관련 200만원), 채용·근평·계약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윤리규범 개정

코레일 청렴아이

윤리헌장

윤리경영 주요 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3    |    2014    |    2015

2등급

3등급

2등급

종합청렴도 2013    |    2014    |    2015

5등급
4등급

3등급

A A A
KoBEX-SM

A A AA A A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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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권리 존중 

코레일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과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열린 인사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권경영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코레일은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직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에게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코레일은 철도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여성 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양성에 힘써 조직 

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팀장 이상 여성 직원은 235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하였으며, 여성직원수도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졸자 제한경쟁채용을 시행하여 승진 및 보수에 대한 차별 없이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졸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신입사원 초임은 2,819만원으로 성별, 학력, 비정규직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임금 및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코레일은 UNGC 10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가 

UNGC 한국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 

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지침 내용

취업규칙
제5조(균등대우), 제51조(남녀평등과 모

성보호), 제52조(배치 및 승진) 

인사규정 제10조(채용의 원칙) 

단체협약

제6조(균등대우), 제23조(직원의 채용), 

제46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호), 제47조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제80조(남녀평등 

과 모성보호), 제136조(비정규직의 보호) 

KORAIL 인권 지침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조항

단체협약 제47조(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①  공사는 공사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조합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설립 현황

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코레일 노동조합 철도고속운전 노동조합

조합원수 18,324 830 10 5

설립일 1945. 11. 1 2004. 1. 19 2012. 12. 31 2014. 4. 14

상급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 -

(2016.3.31. 기준)

여성직원 현황

2013 2014 2015

2,580

2,712
2,747

여성직원수 (명)

2013 2014 2015

193

210
235

팀장 이상 여성직원수 (명)

2013 2014 2015

9.0
9.65

10.02

여성직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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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  
SUSTAINABILITY OVERVIEW리스크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코레일은 경영/재무위험, 재난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전사적 위기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형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혁신본부, 광역철도본부, 시설기술단에서 각 부서별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던 재난분야 

위기관리 업무를 안전혁신본부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위험 등 비재난 위험은 

전담부서별로 특화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투자 관리 및 각종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경영전략위원회, 금융위험관리위원회, 투자·

사업심의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 철도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 발생시 비상대책기구

위기유형별 전담부서

경영/재무위험 관리시스템

경영위기

안전수송반 (안전혁신본부장) 섭외지원반 (경영지원본부장) 수송지원반 (주관본부장) 복구지원반 (기술본부장)

열차운행조정

사고조사담당

대외담당    언론담당

법률담당    지원담당

여객수송담당   광역수송담당

물류수송담당   피해보상담당

고객대응담당

차량담당    시설담당

전기담당 

본부장 (사장)

위험 관리대상 제도·규정 관리시스템

재무위험

시장 리스크 •금융위험관리규정      •위기대응매뉴얼

•내부회계관리규정
•영업정보시스템(BIS)

•전사 자원관리 시스템(KOVIS)

•금융위험관리 시스템(FRMS)

•내부회계 시스템(ICAN)

유동성 리스크

투자 리스크
•금융위험관리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영업위험 영업 리스크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비상대응매뉴얼 •안전경영시스템

기획조정실 (경영기획처)

투자위험

재무관리실 (자금원가처)

재무위험

기획조정실 (정보기획처)

정보보안

홍보실 (언론홍보처)

커뮤니케이션 위험

재난위기

시설기술단 (토목시설처)

자연재난

안전혁신본부 (안전관리처)

인적재난

안전혁신본부 (비상계획처)

철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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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과 사전 위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코레일은 이해관계자를 가치흐름에 

따라 가치구매고객, 가치영향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생산고객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내·외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철도를 통한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소통 체계

이해관계자 참여

•고객(철도이용객)

•해외철도기관 등

•철도 서비스

•정책기관(정부,국회)

•여론주체(국민,언론)

•사회적 역할

•위탁업체

•협력기업

•동반성장·협업

•임직원

•철도노동조합 등

•근무조건·환경

•코레일톡, 홈페이지

•VOC

•국제철도회의 등

•기자간담회, 팸투어

•현안설명회 등

•동반성장센터

•공사계약시스템

•간담회·설명회 등

•노사공동 위원회

•주니어보드

•설명회·사내교육

•간부 현장경영활동

•고객서비스처

•여객영업처

•국제협력처 등

•경영기획처

•예산처

•언론홍보처 등

•계약처

•물자관리처

•역사개발처 등

•브랜드경영처

•노사협력처

•경영관리처 등

이해관계자

공유가치

주요소통 채널 

(On·Off-Line)

전담부서

정의

• 코레일이 생산한  

철도서비스의 가치를  

최종 소비하는 고객

• 코레일의 가치창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객

• 생산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고객

• 공사 내부에서 외부고객을  

위한 가치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

가치구매고객 가치영향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생산고객

외부 내부



23
KORAIL SUSTAINABILITY OVERVIEW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 꿈과 희망을 나눕니다 미래,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Appendix

가치전달 

고객

•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강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편의 향상

•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부담가중

•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 중소기업과의 직접 소통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권리보호 

- 협력사 간담회(8회), 구매상담회(6회) 등을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반영

•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 위조품 납품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제한 강화(10건) 

- 철도차량 청소용역 설계시 용역업체 직원 임금 현실화

• 관련기관 설득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신설(연간 99억 원 절감) 

- 매출원가 인상 억제 등을 위한 관계기관 설명 등 공감대 강화 

-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철도 전기요금 할인(2.5%) 신설(한국전력공사) 

가치생산 

고객

• 2014년 방만경영 개선 이후 

조직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5년 경영정상

화 과제가 이슈화됨으로써  

직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경영진의 찾아가는 소통활동 

전개

• 노사간 신뢰 강화

•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확산 

- 경영진 중심 현장경영활동을 통한 핵심가치 및 경영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영가치 공감대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설 

(총 10,235명 집합교육 수강 및 사이버과정 운영)

• 양방향 소통 활동 강화로 직원 만족 제고 

- 각종 회의 전직원 공유 및 SNS 활용 부서장            - 직원 간 상시소통 

- 직원가족과 회사 간 양방향 온라인 소통채널인 ‘코레일 광장’ 시스템 운영 

- ‘CEO와 함께하는 가족공감’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 확대

• 조직정렬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찾아가는 소통활동 

- 2급 이상 간부, 휴일반납을 통한 현장소통활동 전개(1,339회, 소통인원 61,203명) 

• 신뢰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워크숍·토론회 개최 등 폭넓은 소통 시행 

-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노사교섭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강화(44회 교섭 진행)

가치영향 

고객

•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에  

따라 철도 공공성 확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정부·공기업 정보제공 및  

활용성 증대

• 철도운영자로서 국민 편익과 

정부 정책의 가교 역할 수행

• 정보개방 등 정부 3.0 구현

• 열차운행정보 개방 등 정부 3.0 구현 

- 실시간 운행정보(운행구간, 지연시각 등) 제공으로 국민의 철도정보 활용 증대 

-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카카오) 제휴 모바일 맞춤 철도서비스 제공(수도권전철 운행정보 등)

• 철도산업발전방안 연착륙을 위한 물류책임사업부제 정착 

- 민영화 논란 등을 고려, 정부·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물류책임사업부제 도입 

- 「철도물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을 이끌어 냄

•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를 위한 언론 소통체계 강화 

- 언론사 방문 설명 6회, 간담회 및 취재지원 271회 등 언론 협력 강화

• 공항철도 매각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

• 지역 관광자원 연계 철도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 5대 관광벨트 완성으로 지역홍보 강화 및 관광객 증가 

- 분천(산타마을)-봉화군, 득량(추억마을)-보성군, 도라산(통일플랫폼)-파주시 등 

- ‘문화가 있는 역’(50회),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문화를 통한 대국민 소통 전개

이해관계자별 소통 활동 및 성과

이해관계자 핵심이슈 대응전략 주요성과

가치구매 

고객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  

KTX 운행구간에 대한  

갈등 등 열차운행체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대륙철도 관심 증대

• 안전·서비스 고객참여 확대

• 반복 VOC에 대한 대응 강화

• 수요자 의견을 감안한 열차운

행체계 조정

• On·Off Line 고객참여 확대 및 주요정책 공유 

- 기차놀이 플래시몹, 철도안전지킴이, 사이버고객평가단 운영 등 고객참여 활성화 

- CEO의 언론 인터뷰 36회, 보도자료 310건 배포 등 정책 공유 확대

• VOC 분석을 통한 핵심 개선과제 도출·개선 

-  반복 VOC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 5대 개선과제(화장실 악취, 열차 냉방, 열차 편의시설, 

코레일톡 호환, 레일플러스 개선) 도출, 최우선 개선

• 호남 KTX 개통시 이슈의 조정자 역할 수행 

- 호남고속철도 개통시 국토부 및 6개 지자체간 KTX 운행구간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 발생 

-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열차운행 계획 수정·보완(2회) 

-  서대전역 경유 KTX를 익산역까지 운행, 호남선(46회→48회) 및 전라선(18회→20회)  

열차 증편으로 불편 최소화

• 한국철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 

-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서울 사장단 회의 및 물류분과 회의 성공적 개최 (2015.5월) 

-  유라시아 친선특급 운행(2015.7월~8월)으로 대륙철도 진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해 증진

고객 맞춤형 맞춤서비스

열린경영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감·상생의 조직문화 정착

소
통

개
방

협
력

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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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코레일은 지속가능경영 중요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보고 기준인 G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배경(Context), 중요성, 완전성 원칙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근거하여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Trend & Impact 분석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Trend/Impact/내부역량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코레일의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국내·외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GRI 보고 원칙을 근거로 지속가능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이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 이슈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가치창출흐름에 따라 정의된 코레일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 및 공유가치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핵심 이슈 도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코레일의 경영에 대한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및 영향도 여부를 고려하여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정부 및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8일

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고 중대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이슈 식별 IDENTIFICATIONSTEP1
중대성 평가 결과

 Trend & Impact 분석,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도출된 관련성  

이슈 44개 중 중대성 평균이 4.14이상인 25개(Trend 15개, Impact 10개)를 주요 이슈로  

도출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도출된 25개의 이슈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7가지 약속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STEP2 우선순위 도출 PRIORITIZATION

내부 이해관계자 검토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중요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가능

경영 핵심이슈를 논의하는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보고회와 더불어 수시로 내부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보고 범위, 경계 및 기간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검토

핵심이슈 선정 등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의 적절성 및 데이터 유효성에 대해 외부 검증업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 이후의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대하여 향후 보고서 발간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토 VALIDATION

IDE
NTIF

ICA
TIO

N ST
EP

1

PR
IORIT

IZA
TIO

N ST
EP

2

VA
LID

AT
ION ST

EP
3

STEP3

 지속가능성 Context

    •Trend & Impact 분석

       •미디어 자료분석

           •벤치마킹 

중대성

• 중대성평가  

- Relevance 평가 

   - Significance 평가

완전성

•범위, 경계, 기간 적합성 확인

STEP4 VALIDATION

이해관계자 참여

•전문가 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REPORT



 Significance to Stakeholders
Low

 ▶
◀

 High 

Significance to KORAIL High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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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7대 약속

중대성 평가 결과

7대 약속 관련 이슈 GRI 측면

보고경계

내부
외부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건강 및 안전(철도 안전운행)

고객만족 활동 및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임직원 복지·권리 요구 증대(일과 삶의 균형)

서비스·상품의 안전성 요구 증대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

지역사회 부와 소득 창출(고용/소득창출,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간접적 경제 효과(사회간접자본)

차별금지(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등)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폐수 및 폐기물 배출

환경 법규 준수

경쟁 심화

지역사회 사회공헌(교육 문화, 사회봉사활동 등)

임직원 교육 및 역량 개발

환경보존(대기, 수질, 토양 오염)

고객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직장보건 및 안전보장

고용 

(정규 직원 비율 및 직원 이직률 등)

수익창출 및 배분(재무성과)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인터넷, SNS)

노사관계

부패방지

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인재 확보의 

중요성 강화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중요성 증대15

10 9

19

12

7
6

3

5
4

2

1

11

8

20

23
18

16

21

25

17

1314

24

22

약속6.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경제성과 ●

간접 경제효과 ● ●

약속 7.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켜갑니다. 

에너지 ● ●

배출 ● ●

폐수 및 폐기물 ● ●

환경 컴플라이언스 ●

7 15 19 22

21 23 24 25

약속4. 파트너와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경쟁저해행위 ● ●

약속5. 지역사회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역사회 ● ●12

6 9 10

약속1.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고객 안전보건 ● ●

산업안전보건 ●

약속2. 국민이 행복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 ●

고객개인정보보호 ● ●

약속3.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갑니다. 

고용 ●

노사관계 ●

훈련 및 교육 ●

2 4 14

16 20

3 5 11

13 17 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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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약속 2. 국민이 행복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속 3.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갑니다.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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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Progress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대내외 안전의식 향상 

•미래지향 첨단 기술력 확보  

•선제적 사고예방 강화 및 유지보수 선진화

Business & Social Context 

코레일에게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이자 핵심가치입니다.  

열차 운행에 있어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김용원 | 코레일 경영자문단 안전분과 위원

KTX가 운행하면서부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낭만적인 철도여행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첨단 교통수단

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코레일의 안전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되어 사고와 장애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고 

현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코레일과 사고 당사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측의 세밀한 안전계획 및 이행과 노측의 적극적인 동참 및 

실천으로 철도사고가 없는 행복한 코레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코레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Interview 

교통분야의 오스카상 “황금마차상(Golden Chariot Award)”  

최고 안전상

2015 비상대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2015 안전기술대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 

1.757건/백만km (역대 최고성과)

휴먼에러 발생건수 

0.611건/백만km (역대 최저건수)

Future Plan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

•국내외 철도산업 안전분야 선도

•첨단 IT 기술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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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계 선진화

국민안전 최우선 안전관리체계 운영 

코레일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매뉴얼을 표준화하였으며, 직원 개인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반복 훈련을 통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4,697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291명에 대하여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열차 내 위급환자 620명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부평역 인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의정부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코레일은 2015년 ‘비상대비태세 확립 우수기관 표창(국무총리)’과 ‘재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표창 

(국민안전처 장관)’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코레일은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을 시기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월부터 7월 2달 간 사장을 본부장으로 한 주·야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하고 정부·유관기관과의 24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역사 및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독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품을 

154,199점 비치하였습니다. 메르스 의심 승객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체온을 측정하여 

인근역 하차 및 보건소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대응 백서를 발간하여 전 국민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안전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CEO를 중심으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이자 핵심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 최우선 경영 

안전경영 성과관리체계

설립목적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사업목표 더 안전한 코레일! 국민이 행복한 철도!

성과목표 고객피해건수 감소 휴먼에러 근절 차량고장 감소 시설장애 감소

평가대상 단위사업 안전체계 선진화 안전문화 정착 차량 안전성 향상 시설 안전성 향상

성과지표

안전운행서비스계량 휴먼에러 근절 차량고장률 시설장애율

비계량 안전관리체계 정착 안전의식 향상 차량 품질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 확보

지하철 사고대비 시민참여훈련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응급조치 교육

KTX 열차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철도안전관리 조직체계

총괄 안전관리 책임자 (사장)

사업부 안전관리 책임자 (본부장, 단장)

소속 안전관리 책임자 (지역본부장, 부속기관장)

안전담당처장 안전전략회의

안전혁신본부장

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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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 소통 기반의 안전중심 경영

코레일은 CEO의 강력한 안전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100% 안전”을 추구하며 안전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6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중심 경영회의를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에 대한 현안사항을 집중적

으로 해결하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전국을 발로 누비며 안전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안전교육 부서를 휴먼안전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

주인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합동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연 5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함께 철도안전 3.0시대 실현을 위한 ‘철도

안전혁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도로·철도·항공안전 대표기관과 안전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코레일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열차사고·고장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철도운영 노하우와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하여 

개통 초기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요원 역량강화, 신규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상대응태세 

확립, 안전점검 체계구축 등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완벽한 운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부사장을 

단장으로 호남고속철도 운영준비단 및 조기안정화 TF를 운영하여 2004년 경부고속철도 최초 개통 당시 

대비 사고장애 건수가 96% 감소하는 조기안정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홀하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으며, 안전성 검증체계를 개선하여 계획·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의 

사전제거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사업 등은 현장 확인 후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고, 위험성·반복성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이 공사 출범 당시의 38.4% 수준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관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코레일은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및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철도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관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도출하여 철도차량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까지 전 차량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제도 및 설비 개선을 통한 휴먼에러 예방

코레일은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차단앱 개발 등 

안전관련 사규 및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취급 부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방어하며,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확대를 차단하는 3중 보완설비를 구축하여 직원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적오류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휴먼에러 발생건수는 0.611건/백만km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 (단위 : 건/백만km)

2013 2014 2015

2,359
1.942

1.757

안전예산(차량구입비 제외)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3,240

4,187

5,830

휴먼에러 발생건수 (단위 : 건/백만km)

2013 2014 2015

0.781

0.701

0.611

기관차 영상기록장치

저장매체 분리 또는 백업 열람장치 / SSD USB 등

이송

전용 
프로그램

휴먼에러 예방을 위한 3중 보완설비

사전예방 착오 개연성 있는 신호기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현수형 신호기 설치(51개소)

방어시스템 기관사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체계 변경(340개소)

확대차단 비상상황 대비 운전실 전원설비 이중화(509대) 및 상시 로컬관제실용 열차무선방호장치 설치(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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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조성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철도안전지킴이를 820명 양성

하여 철도안전과 사고사례, 각종 철도안전장치에 대한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주요 

역 광장, 건널목 등에서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리역과 선로변 인접학교에 1사 1교 

자매결연을 맺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일평균 4,800명이 방문하는 ‘2015년 대한민국 안전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철도안전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15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국민안전처 장관)’을 수상하였습니다.

직원 안전의식 고취

코레일은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생활주변 각종 위해 

요인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코레일 안전신문고’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직무 또는 열차이용 중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당사자의 특별강연을 6회 실시하여 사고예방 의지를  

확산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문화 수준을 안전의식, 안전규범·제도의 실효성, 직무안전, 안전활동 등 

8개 지표 36개 항목을 매 2년 마다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안전관리 및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 안전문화 수준은 85.1점으로 2013년 대비 7.7% 상승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코레일은 임직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2개 전 소속부서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사공동 워크숍 개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철도 안전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노사협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열사, 협력사, 도급사 등과 함께 산업안전

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정보 제공 및 컨설팅·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안심일터 조성 노력으로 산업재해자는 2014년 76명에서 

2015년 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코레일은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휴먼

안전센터를 설치한 이후 꾸준한 상담으로 직무 스트레스, 가정문제 등에 대한 직원 근심을 상당 부분 해소

하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 ‘우리가족 성격 알기’, ‘우리아이 진로 적성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문제로 인한 직원 고민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36개소의 심리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언제든지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현황

2013년 7~12월
(146명)

•휴먼안전센터 설치

•자체 심리상담 전문가 채용

2014년
(276명)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시행

•기피현상 해소(홍보,교육 등)

2015년
(210명)

•심리상담 관련 강의 개설

•사고발생 소속 출장상담 등

안전산업박람회 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산업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적

간담회 1,073회

컨설팅,벤치마킹 41회

교육 및 강사지원 652회

위험정보 제공 700회

안심일터 구현율 (단위 : %)

0.304

0.273

0.250

2013

2014

2015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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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성 향상

역대 최저 차량고장률 달성

코레일은 철도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예방정비를 통해 역대 가장 낮은 차량고장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고장방지 TOP 10’ 개선과제를 통해 고장취약개소를 집중 개선하였고, 차량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오류 고장근절, 신조 도입차량 신뢰성 입증을 통해 신조차량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 적기 폐차와 고장 분석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제작·등록 후 20년 도래차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차량고장률은 역대 가장 낮은 

0.063건/백만km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5,788천km당 차량고장이 1건 발생하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호남고속차량 초기 운행 안정화

코레일은 KTX-산천의 기술적 결함 문제를 개선하여 호남고속차량에 반영(401건)함으로써 호남고속 

차량에 대한 초기고장이 단 8건 발생하여 2010년 개통한 KTX-산천(28건)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조기 안정화대책 T/F’를 운영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하였으며, 호남고속차량 유지보수 

기술교육과 유지보수 인력 확대로 호남고속차량 유지보수 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철도차량 품질 확보 및 기술력 향상

코레일은 ‘차량제작관리팀’ 구성·운영을 통해 제작단계에서 기술적 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개발되는 동력 분산형 고속차량(EMU-250)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전담부서에서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모니터링을 통해 91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신조  

차량의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였으며, 자속적인 기술교육 투자 및 연구개발로 철도차량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성 향상

선로고장장애 제로 실현

코레일은 창립 이래 최초로 선로고장 장애 제로를 실현하였습니다. 레일의 계절적 취약성에 대비하여  

하절기·동절기 안전관리대책을 1개월 조기 시행하였으며, 피로누적에 의한 레일결함 등 장애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10년간의 사고장애를 분석하여 선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선하였으며, 운행선인접공사 전담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선로변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선로고장장애는 2007년(24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5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설비 강화로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예방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 안전시설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간  

발빠짐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발판과 승강장 안전문을 지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 232개 역 

중 93개 역에 설치하였고 2017년까지 모든 대상역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과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선로 무단횡단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승강장 내 추락·전도사고는 4건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하였고, 선로변 무단통행사고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호남고속차량 초기고장(건)

2010 2015

KTX-산천 호남고속차량

28
8

차량고장률 (단위 : 건/차량주행백만km)

0.098
0.092

0.063

2013 2014 2015

선로고장 장애건수 (단위 : 건)

2013 2014 2015

5

3

0

승강장 안전문 설치율 (단위 : %)

2013 2014 2015

31
3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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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안전을 철도경영의 최우선 목표이자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절대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더하여 사고발생 시 사고 유형별, 개인별 임무에 따라 Golden Time 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964회의 초기대응팀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여 초기대응체계 정착 및 체득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재난 및 이례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관리센터(운영상황실)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의정부역 인근 아파트 화재사고’, ‘부평역 인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초기대응  

조치를 취하여 인명사고 및 철도운행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초기대응체계 구축

타워크레인 전도로 인한 경인선 전동열차 운행중단2015년 9월 16일 부평역에서 약 32.3m 떨어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높이 35m)이 부평역 쪽으로 넘어져 전차선이 단선되고, 송내 

에서 제물포역 사이 구간이 단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사고 즉시 부천에서 인천 사이의 열차운행을 중지한 후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발생 후 신속한 통보와 열차방호 조치를 

취하여 열차운행 중 크레인과 충돌ㆍ탈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
긴급복구 1차 : 하 1·2선 전차선로 응급 복구14:35경 경인선 부평~백운역 사이 타워크레인 전도 

(경인선 주안SS~부개SP 전차선로 트립, 전원공급 중단)

15:00경
전기기술단장 등 38명 현장 도착, 피해시설물 파악

17:08경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거 완료(선로 복구 완료)

17:10경
하 1·2선 전차선로 복구 시작

17:55경
신호설비 복구 완료(15:30~17:55)

21:18경
하 1·2선 전차선로 복구 완료

긴급복구 2차 : 상 1·2선 전차선로 응급복구 
00:30~04:24

전차선·조가선·급전선 접속, 빔하스펜선 신설 1개소,  

전철주 2호 하수강(전철주 2호) 및 장력조정장치 조정,  

전주대용물 신설 1개소, 전차선로 조정 등

크레인 전도 사고 현장

응급복구 실시

의정부역 인근 아파트 화재 대응

2015년 1월 10일 경원선 의정부역구내 선로 변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철도 인근에 화재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고,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화재진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비상대응팀 직원들은 초기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부상자 2명을 구출하는 등 응급구호 및 화재 진압에 적극 지원

하였습니다.

화재발생 현장 응급구조 조치

비상대응팀 초기화재 진압 화재진압 협조

시간대별 조치사항

09:54경 제K75전동열차 승무원 선로인근 화재발생 의정부역 통보

09:55경
의정부역 운전실에서 관제 보고, 의정부역 당직실 보고(화재발생),  

소방서신고(119), 경찰서 신고(112)

10:00경 역무팀장, 로컬관제원 등 비상대응팀 현장 도착

10::05~15 전기, 신호제어 통보

10:10~45 방음벽 주변 초기소화 작업 및 열차 감시 시행

10:30경 부상자 2명(여1,남1) 구출 및 병원 이송

10:45경 상ㆍ하선 열차 운행 중지

11:00경 상ㆍ하선 열차 운행 정상

11:00~12:00경 열차운행 감시 및 잔불 제거 / 화재현장 임시 통제라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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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용 | (사)패트롤맘 부천시지회 회장 

철도 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체증과 매연으로부터 벗어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국민의 철도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접객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단정한 복장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제는 직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고객 한분 한분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철도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Interview 

Progress

•고객 VOC 집중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즐거운 여행문화 조성 

•세계 최고 수준 정시운행률 유지 

•정보보안 관리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약속 2
국민이 행복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 & Social Context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국민과 만나는 코레일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코레일의 노력은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Future Plan 

•서비스 의식 혁신 및 특화서비스 개발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지속 개발

•국민공감활동 강화

Performance

고객만족도 2년 연속 

A등급

고객중심경영(CCM)  

4회 연속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유지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고객만족도  

96.4점 (역대 최고 수준)

열차 정시율 

99.9%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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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서비스 강화 

국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코레일은 고객만족을 위해 국민의 니즈를 반영한 공익 할인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Mom(맘) 편한 KTX’, ’힘내라 청춘’, ‘청소년 드림’, ‘내일로 영패스’

등 맞춤형 할인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고객의 철도 이용을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공공할인서비스를 제공하여 15,058천 명에게 1,100억 원의 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즐거운 여행문화 조성

코레일은 서비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CS교육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VOC전문가 86명, 서비스 매니저

(직원교육 및 관리) 74명, 서비스 리더(접점직원) 55명 등 215명의 서비스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배치

함으로써 고객응대를 강화하였으며, 현업 실무자 인터뷰 및 VOC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13건의 접점 

고객 사례별 응대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신한 깜짝 이벤트로 고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 및 300여명 직원이 전국 6개 역에서 고객과 함께 기차놀이 플래시몹 이벤트를 하였으며, 

열차 내에서 퀴즈·가위바위보 등 깜짝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고품격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 더 즐거운 여행문화를 조성하도록 역사공간을 활용하여 관현악, 비보잉, 시화전 나눔행사 등 매주 

평균 30회, 총 1,526회에 걸쳐 문화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고객만족도 96.4점으로 공사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레일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쾌적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서비스를 강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

맞춤형 할인상품 서비스

상품명 목적 대상 혜택 이용객 할인액

Mom(맘)편한 KTX 출산 장려 임신부 일반실 가격에 특실 제공 8천 명 1.4억 원

다자녀 행복 출산 장려 다자녀(5인) 가족 KTX 최대 30% 할인 2천 명 0.3억 원

힘내라 청춘 청년 취업 지원 취업준비생(25∼33세) KTX 최대 30% 할인 134천 명 12억 원

청소년 드림 청소년 이동지원 13~14세 청소년 KTX 최대 30% 할인 300천 명 33억 원

수능 수험생 모여라 수험생 입시지원 수능 수험생 및 동반자 KTX 최대 30% 할인 34천 명 7억 원

내일로 영패스 국내여행 독려 대학생(연령확대 25→28세) 내일로 50% 할인 76천 명 23억 원

기차놀이 플래시몹

역사내 문화공연

공공할인서비스

7,173
323

노인

3,373
380

어린이

4,140
319

장애인

372
78

국가
유공자

 인원(천 명)	 15,058
 할인금액(억 원)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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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집중 개선을 통한 고객불만 해소 

코레일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서신, 실시간 문자 접수 등 다양한 고객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VOC 및 개선의견을  

목록화하고 대내외 자문을 통해 최우선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전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VOC 사항인 KTX 화장실 악취 개선을 위해 점검 기동반을 운영하고 오물수거주기를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열차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객실좌석, 통로, 화장실 등 내부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색상 

등 디자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레일플러스 카드 등록을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2015년 불만 VOC는 15,903건으로 전년 대비 26.9%(5,852건) 감소하였으며, 

VOC 5대 과제 집중 개선을 통해 고객불만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이용 편의 개선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열차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해 전동 

열차의 임산부 배려석을 616석 확대하였고 시트를 분홍색으로 교체하여 시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역 5개소에 수유실을 신설·개량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열차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안내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역명·인원·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그림책 형태로 제작하여 승차권 발권 및 안내 시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조성

코레일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할인 인증시스템 구축, 인터넷 암표 게시물 

차단,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부정승차 및 승차권 부당거래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객실 문화 조성’, ‘휴대전화 사용 에티켓’ 등 분기별 테마를 설정하여 연중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중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불만 VOC 접수실적

발달장애인 안내도구

2013 2014 2015

28,678

21,755

15,903

1분기

조용한 객실 문화  
조성

2분기

휴대전화 사용 에티켓

3분기

다음이용자 배려하기

4분기

위법행위(성범죄 등) 
근절

VOC 5대 과제 집중 개선

주제 ① 화장실 악취

② 열차 냉방

③ 열차 편의시설

④ 코레일톡 호환

⑤ 레일플러스 개선 

고객의견 ‘KTX 화장실 악취를 해결해 주세요’

‘일반열차 냉방 성능이 약해요’

’열차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앱에서 홈페이지 구매이력 조회가 안돼요’

‘레일플러스 할인카드 등록이 불편해요’ 

화장실 악취 개선점검 특별 기동반 운영

열차 표면에 단열페인트 도포, 냉방장치 기능개선 등

KTX 내부 대수선, 일반 및 전동열차 설비교체 등

홈페이지-코레일톡 간 구매이력 호환

레일플러스 어린이/청소년 카드 등록 간소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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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정시운행률 유지

코레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KTX 정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KTX 신선(호남고속선· 

동해선)을 개통하여 연간 10,000회 이상의 운행으로 정시율 급감의 우려가 있었으나 시운전 등 사전  

점검을 통한 지연요인 개선, 열차 운행계획 전면 개편을 통한 병목현상 해소, 열차정시운행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으로 신설선 개통 이후 조기 안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레일의 2015년 고속철도 정시율

(UIC* 기준) 99.90%로 전년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국가별 비교에서 2위인 스페인 보다 1.1%p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TX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시율이 낮은 일반열차에 대해서도  

특정구간 병목현상, 승·하차 지연, 차량고장 등 3대 지연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정시율 99.65%를 

달성하였습니다. *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 1922년 설립된 국제철도연맹

환승 서비스 개선 

코레일은 고객의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역 중심 연계교통 시설 42개소를 신설 및 개량하였습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역에서 타 교통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센터 2개소와 

교통광장 7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와 자전거를 결합한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역 

및 광주역에 자전거 주차장 설비를 개선하고 총 18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용 이용고객의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규노선 및 기존선의 주차장 17개소를 신규 개발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 및 출입구 신설, 외부 연계교통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열차이용 고객의 환승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고객편의 증진

코레일은 10년 이상 축적한 철도통계와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맞춤마케팅을 강화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연령, 이용패턴 등의 회원정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와 ‘청소년 전용 KTX 할인상품’을 도입하여 총 312천 명의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트렌드 분석을 통해 자유여행패스 상품인 ‘내일로’ 이용자의 방문지를  

예측하여 임시열차를 투입하거나 객차를 추가로 연결함으로서 차내 혼잡도 증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외국인 여행편의 강화

코레일은 외국인 방문객 유입이 지속 확대되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코레일 접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에서든지 코레일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코레일 외국어 홈페이지의 구매절차와 예매기능을 개선하고 안내정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열차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안내표지 및 전동열차 노선도를  

3개국(영어, 중국어, 일본어) 언어로 표기하고 외국인 전용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여행패스인 KORAIL PASS*의 이용범위와 제휴할인 혜택 등을 확대하고 해외 판매처를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인 여행 편의를 강화하여 2014년 대비 6.3%의 이용객 증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별 고속철도 정시율 (%)

코레일 99.9

스페인
98.8

이탈리아
95.8

네덜란드
95.0

핀란드
92.0

KORAIL PASS 이용객 (외국인)

2013 2014 2015

29,748

35,118

37,329

(단위 : 명)

외국인의 코레일 접근편의 강화

개선내용

코레일 외국어 홈페이지 •5대 관광벨트 열차 예매기능 추가 •홈페이지 결제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 가능 •관광열차 및 열차 이용 안내

KORAIL PASS •5대 관광벨트 열차까지 이용 확대 •31개국 612개 판매처 구축 •숙박, 음식점 등 제휴할인 50여 곳 체결

* UIC 기준 : 종착역 15분 이하 지연도착

*  KORAIL PASS : 외국인 전용 자유여행패스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 없이 코레일 철도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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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력 향상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한 승차권 구매편의 개선

코레일은 고객의 온라인 접근성 및 결제편의 향상을 통해 타 교통수단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사이버 고객평가단 200명을 선발하여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 사용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였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유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용자 UI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레일톡 

4.0 도입을 통해 승차권 선물하기, 예약대기, 포인트 사용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모바일 이용편의를 증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카카오, 삼성과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으로 버스와 철도간 환승 편의를 확대하고, 주요 포털과의 제휴를 통해 수도권 전철 운행

정보, 역내 구조물, 승하차 위치 등 모바일 맞춤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스템 

관련 고객불만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코레일 홈페이지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고객·직원·협력사 모두가 편리한 ‘차세대 여객영업시스템’ 구축 

코레일은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판매시스템, 수익관리시스템, 예약발매 

시스템, 영업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의 5대 영업시스템을 일시에 개편하였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하여 

상품판매시스템에 모바일결제 등 신규 결제수단을 추가하고 두 장의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승 가능한 인접역 조회 및 발매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창구 단말기의 이용편의성을  

향상하고, 수요예측 및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시스템 유저의 편의 및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비상시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전사 모든 직원에게 동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5대 영업시스템 개편

상품판매시스템 수익관리시스템 예약발매시스템 영업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상품판매 창구 확대

•신규 영업전략 반영

•사용자 UI 개선

•통계관리 효율성 향상

•통계 정확성 향상

•경영정보시스템 통합

•맞춤형 회원관리

•이용패턴 분석

•열차지연 등 안내기능

•통합결제 기능 추가

•3개 열차 환승 조회

•예매서비스 기능확대

•공석예측 기능 도입

•좌석관리 세밀화

•상품 즉시 출시 기능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주요 개선사항

주요 개선내용고객평가단 의견

* 병합승차권 : 좌석과 좌석, 좌석과 입석을 한장으로 묶어 매진된 구간을 승차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제도 

사고 등 이례사항·지연시간을 고객에게 공개

좌석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자세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열차시간 지연안내가 제공되지 않음

순방향·역방향을 색상으로만 표시하여 구분 어려움

병합승차권*은 좋은 제도인데 역에서만 구매 가능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도 해당 기능 모두 사용 가능 (정기승차권, 왕복승차권, 선물하기, 예약대기)

구매내역을 통합하여 모두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UI 전면 개편, 초성으로 역검색, 장바구니, 포인트 사용 등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기능 중 일부가 코레일톡 앱에서는 사용 불가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내역 조회 불가

신규 기능 추가 요구

코레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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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 관리 강화 

국가 보안정책과 연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철도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로서 코레일은 공공기관 최고의 정보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보안정책과 연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고정보책임자(CIO) 직속의 사이버  

보안운영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정부와 학계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정보보안 

경영자문단을 신설하여 정보보안 이슈 및 강화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어능력 강화

열차집중제어장치, 철도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 등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발굴하여 인적보안, 물리적 접근통제, 계정관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PC 보안 

강화를 위해 업무용 PC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문서보안시스템(DRM)의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자료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총 9회에 걸친 사이버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최우수’를 달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 분리를 추진하여  

정보보안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코레일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를 금지하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별 

소관부서 지정 및 개인정보 파기방법 구체화 등 내부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에 있어서 용역인원의 보안교육과 신원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94.07점

으로 공기업 군에서 최상위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 유지에 대한 공인  

전문기관 인증

PIMS 인증서

목표 ‘공공기관 최고’의 정보보안 수준 달성

추진과제 •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유지

• 개인정보 처리 상시  

모니터링

• 임직원 정보보호 의식제고

• 사이버 침해 위기대응  

능력 향상

• 주요 기반시설 관리 강화

• 해킹 가능성 차단

• 신종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설비 고도화

• 문서보안시스템 기능개선

• PC 취약점 진단 강화

•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정보보안 규정 제·개정

•정보보안 조직 예산확대

•정보보안 경영자문단 운영

전략과제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국가 사이버 보안 중점 추진과제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확립 국가 보안인프라 확충 국가 핵심시설 침해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강화

정보보안 조직 체계도

기반시설(예약발매)

정보기술단 철도교통 관제센터

정보시스템(ERP 등)

총괄부서
기획조정실  
정보기획처

사이버  
보안운영팀

운용부서

국정원, 국토부, 코레일 3중 보안관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

국토교통사이버안전센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실 정보기획처)

정보기술단 철도교통관제센터

• 경보발령 및 전파
• 정보공유
• 조치사항 통보

• 경보발령 및 전파
• 정보공유
• 조치사항 통보

• 경보 전파
• 경보 수준별 대응
• 긴급대응반 편성

• 정보공유
• 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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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직무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문화 확산 

•고졸자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  

•스펙을 초월한 맞춤형 인재 확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 

•노사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약속 3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갑니다.

Business & Social Context 

코레일의 오늘과 미래는 코레일 2만 7천여 임직원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으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Performance

Future Plan 

공공기관 최대 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채용형 인턴사원 선발 (인턴사원 80% 정규직 채용)

가족친화기업 인증 

6년 연속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2,259명

근속승진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 유지 

•가족친화경영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 제고

•현장 소통 및 정책 공감대 형성 강화

김영훈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코레일은 27,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곧 국민행복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업의 특성상 모든 임직원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은 철도안전 및 고객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공사는 코레일 구성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개인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조직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국민행복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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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적 열린 고용 확대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코레일은 대학생 취업선호도 최상위 공기업으로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신규 채용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채용직렬별 

직무능력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철도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력검증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전형단계별 직무능력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NCS 기반 채용제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코레일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경력단절 여성 28명을 포함 32명의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정부권장정책을 100%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강원·충북) 전형단계 우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기술분야의 고졸제한경쟁으로 2015년 84명의 고졸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장애인 고용으로  

법정의무고용을 지속 이행하였으며, 취업지원대상자 고용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채용부터 승진, 복지 등에 인사 관련 전 분야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일과 가정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소통채널 확대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구현

열린 고용 주요성과

구분 2013 2014 2015

정원 27,981 27,981 27,981

현원 27,930 27,461 26,498

정년퇴직/명예퇴직 748/83 710/102 757/83

정규직 신규채용

여성 34 149 55

장애인 5 6 2

지역인재(비수도권) 97 230 189

고졸자 42 66 84

특성화고 3 12 17

이공계 59 205 207

취업지원대상자 18 45 23

전체 162 500 319

비정규직 채용 인턴 254 682 382

전체 현원 중 

여성(비율) 2,580(9.0%) 2,712(9.7%) 2,747(10.0%)

여성팀장(비율) 193(7.5%) 210(8.0%) 235(7.0%)

장애인(비율) 971(3.4%) 962(3.4%) 887(3.2%)

채용 프로세스 개선

• 학업 및 어학성적 등 비중 축소 

(평가비중 20%p 감소)

• 직렬별 경력사항 평가 도입

입사지원 및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설

• 직무수행능력 평가 적용

• 인·적성 평가문항 적용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 검증

• 직무경험 상황면접

• 주제별 토론면접 

면접시험

• 실무 수습 및 이론·실기 등 종합평가 시행 

• 직무능력 우수자 신규채용 

인턴 선발 및 정규직 채용

사회형평적 채용 현황

 경력단절 여성(명)       지역 인재(명)

 시간 선택제(명)          고졸자(명)

달성비율 (%) 169
100 131

175

추진실적 (환산) 189

32(16)

84

28(14)

정부목표 (환산) 112

32(16)
6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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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

코레일은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직원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주도하는 일등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4대  

전략방향에 맞추어 맡은 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ORAIL Learning Model’ 도입에 따른 직무교육개선

코레일은 참여형 교육인 ‘KORAIL Learning Model’을 개발·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학습 모델은 참여식 

집합교육으로 직원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직무역량 수준변화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분야 개인별 역량수준 진단에 따라 맞춤형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KORAIL Learning Model’은 제5회 국투교통부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 

코레일은 전국단위 사업장의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본원과 전국 거점별 5개의 분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교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원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컨퍼런스 참여, 교수기법 위탁교육, 교수평가 시행 등을 통한 교수전문성  

강화와 명강사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 교수인력 발굴 노력 등으로 철도산업분야 최고수준의 전문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일인당 평균 교육예산은 317천 원으로 전년대비 97천 원(44.1%)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 과정 및 환경 개선을 통해 3년 연속 교육만족도가 향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전략

교육목표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주도하는 일등인재 양성

전략방향 미래성장동력 확보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창조적 조직문화 창출절대안전체계 확립

전략과제 • 글로벌 인재양성

• 신입사원 역량강화

• 직무교육 내실화

• 교수역량 강화

• 주인의식 강화

• 전직원 리더십 함양

• 실무중심 안전교육

• 핵심인재 양성

기술·안전

전문가 양성

통섭형

리더양성

영업·서비스

전문가 양성

미래인재

양성

지속적 인재양성을 통한 경영성과 기여

주요내용 

•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 

- 소명의식·애사심·주인의식 함양 특별교육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통섭형 리더 양성 

- 관리자 SE교육, KTX-SERICEO교육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 기술교육 이수제, 첨단 엔지니어 및 기능장 교육

• 절대안전 구현을 위한 안전교육 내실화 

- 휴먼에러 예방교육, 사례중심 안전교육

• 영업·마케팅 분야 직무전문 교육 

- 전략적 수익관리(YMS) 및 상품개발 전문가 양성

•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 양성 

- CS 역량단계별 맞춤형 교육, VOC 전문가 과정 등

• 新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사업 예비인력 양성 

- 해외철도 전문가, 어학능력 겸비인재 양성

• 직원들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 지원 

- 철도산업에 특화된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시행

추진성과

• 2년 연속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 방만경영 해소 

-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 2015년 제3회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2년 연속수상

• 최고 수준의 안전확보 

- 안전운행서비스(장애사고율) 9.5% 감소 

- 휴먼에러 24.4% 감소

• 교통부분 오스카상 ‘황금마차상’ 최고 철도 안전상 수상

• 2년 연속 영업흑자 달성 

- 영업이익(2014년: 1,034억, 2015년: 1,144억)

• 국가브랜드대상 5년 연속 수상

• 고객만족도 2년 연속 A등급 

• KORAIL 국제사회 위상제고 

- OSJD 사장단 회의 등 성공적 개최

•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 남2위, 여1위(잡코리아, ’15.8월)

KORAIL Learning Model(혼합교육)

사전학습

사이버, 자가학습, 선행과제 수행  

등으로 사전 이론교육

본학습

실무사례 중심의 실습 등  

교육생 참여형 교육

성과평가

교육진행 과정 별 3단계 

(입교, 중간, 최종) 성과평가

직원 일인당 교육예산 (단위 : 천 원)

253

220

317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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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활성화

코레일은 장시간 근로 해소로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4시간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 

·교번 근무자가 약 63%를 차지하는 근무체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 직원 793명이 시간제근무로 전환하고 1,466명이 시차출퇴근을 활용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연차휴가 선부여 및 이월제 신설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2급 이상 간부급부터 연차촉진을 

적극 시행하여 전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출산의 경우 우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할 뿐 아니라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남녀 모두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육아휴직 인원은 388명이며, 특히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9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CEO와 함께하는 가족공감, 해피무비데이, 가족초청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 자긍심 및 애사심을 

고취한 결과, 6년 연속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하며 가족친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코레일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체감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확대 운용 제한으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복리후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시행하여 직원들의 필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간 제휴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복지 길라잡이 제작 및 복지공감방 구축 등으로 복지제도의 이용 

편리성을 증대하였으며, 일인당 복리후생비는 1,502.5천 원으로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지원

산업안전 생활보장
기타  

복리후생 지원

• 직원단체보험 가입 

(업무상 재해시 최고 2억 원 보상)

• 직원 건강검진 실시 

(현업 매년 1회, 사무직 2년 1회)

•  재해부조 

(거주지가 재해로 인하여 소실·

파손된 경우 부조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고교생 무상지원, 

대학생 무이자 대부

• 장학회(철도장학금), 자녀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운영

• 사원주택 운영 

(사원아파트, 사택, 승무원숙사)

• 자녀출산용품비 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제공

• 퇴직지원 (퇴직금, 퇴직연수프로그램, 

퇴직예정자 교육 등)

• 경조사비, 경조화환, 장례용품  

지원

•연수시설(낙산, 무창포, 망상) 운영 

• 체육시설(헬스장, 테니스장 등)  

운영 및 사내 동호회 지원

• 법정보험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3 2014 2015

75
89

93

남성

2013 2014 2015

369

382 388

합계

2013 2014 2015

20.3
23.3 24.0

남성비율 (%)

육아휴직 활용 현황

2013 2014 2015

294
293

295

여성

(단위 : 명)

(단위 : 명)

2013 2014 2015

118 129

793

시간제근무 (전환)

2013 2014 2015

92

1,243
1,466

시차 출퇴근형

2013 2014 2015

210
1,372

2,259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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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코레일은 노동조합 및 직원과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여 공기업 노사관계의 롤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평화적인 임금 및 정기 단체협약 체결과 정부 

정책에 부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기반 구축

코레일의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최대 노조로서 철도 노사관계가 국내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레일은 관련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최초의 노사상설 소통기구인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CEO와 노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철도안전분과, 제도혁신분과, 물류분과의 각 분과에 코레일 

경영진 및 노조 집행부가 공동으로 분과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 26회 회의를 개최하여 철도

안전 향상, 제도혁신 등 노사간 핵심현안과 경영방향 논의로 사전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최초 노사공동재단인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여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희망철도재단은 CEO와 노조위원장이 공동

이사장을 역임하며 사무국 또한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코레일은 전국에 673개 역과 243개 사업소가 산재하고 교대·교번·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신속한 소통 및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근속승진 폐지, 임단협 

체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간의 주요 현안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노사간 소통 노력

노사관계 중장기 전략체계

성과목표 소통과 신뢰로 상생의 노사관계 실현

전략과제 노사전략 선진화 협력활동 확대 단협 합리화노사소통 활성화관리역량 강화

실행과제

• 전략체계 재정립

• 성과지표 개선

• 역량결집으로  

경영성과 창출

• 경영진 주도  

신뢰 확보

• 경영인사권  

침해 단협 개정

•정부정책 이행

• 코레일형 소통  

시스템 정착

• 노사관계 수준  

제고 제도 구축

• 현장단위 팀워크 

강화

• 계층별 노무역량 

함양

노사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CEO, 노조위원장)

철도안전 분과

(부사장, 수석부위원장)

제도혁신 분과

(인사노무실장, 사무처장)

물류 분과

(물류본부장, 정책실장)

희망철도재단

공동위원장

(CEO,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소통부장, 정책국장)

이사 3명 감사 2명

관리팀 기획팀

60회 26회 3회 5회

노사관계 주요성과

83.7
84.1

노사상생지수

(점)

18
21

노사공동프로그램

(개)

64.4
66.5

노사관계수준

(점)

68.7
72.3

노사협력지수

(점)

251
273

노무역량 심화교육

(명)

83.0
83.6

의사소통만족도

(점)

 2014		  2015

주요 성과

•근속승진 폐지

•평화적 임단협 체결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의회

•후생복지 향상

•직원고충 해소 등

노사공동위원회

•핵심현안논의

•직원 애로사항 해소

•3개 분과 운영

노사공동워크숍

•임금피크제 도입

•철도안전정책

•제도혁신 및 현안

노조대상 설명회

•인건비/인력 운용

•SR설립/구분회계

•공항철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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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형 Two-Track 노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현안 해결 

코레일형 Two-Track 소통활동

코레일은 전국에 산재된 방대한 조직으로서 지역 간 성향이 다양하고 노사간 소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통환경의 어려움을 노조간부와 현장직원을 

별도로 하는 코레일형 Two-Track 소통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노조집행부를 대상으로는 끊임없는 교섭 

요구와 노사공동 토론회, 노사대표자 간담회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강화하였고,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CEO 호소문 및 경영진 담화문 발표, 전 직원 면대면 소통활동, 실시간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장 운영,  

직원 서명운동 및 노사합의 촉구대회 등의 노력으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조집행부의 근속승진 교섭 수용과 임금피크제 교섭 참여를 성공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근속승진제도 폐지

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10년간 유지해 온 근속승진제도를 2015년 5월에 폐지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근속승진제도는 일정 연한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로서 조직 생산성을 저해하고 개인 경쟁력을 

떨어뜨렸으며, 직급별 인원 불균형 발생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섭요구 13회, 

노사간담회 및 토론회 25회 등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전개하고 면대면 현장 소통활동, 온라인 의견수렴방 

운영, 설문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여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인력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2015년 10월 노사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제2창사 원년의 도약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노사는 정년 퇴직 전 2년 동안 1급은 100%, 2급 90%, 3~4급은 80%, 5급 이하는 60%를 임금에서 감액

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2016년부터 2년간 2천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기술전수 및 안전인력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레일형 Two-Track 소통전략

코레일형 Two-Track 소통 노력

•집행부에 끊임없는 교섭요구(13회)

•노사대표자 간담회 등 비공식 대화 강화(17회)

•노사공동 토론회 및 지역별 노사토론회 개최(8회)

• 지역본부장 등 본부 간부는 노조 지방본부장 및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대화 및 설득

• 현장 소속장은 지부장 및 지부 간부 대상으로 설득 및  

소통활동 전개

• 임금피크제 합의촉구 결의대회 및 서명지 노조 전달 

(10월)

•CEO 호소문(45회) 및 경영진 담화문 발표(15회)

• 본사 전 간부는 휴일 반납하고 ‘현장 소통 책임제’를  

통해 전 직원 면대면 소통활동(61천 명) 

* 본사 간부 216명을 각 소속과 매칭한 책임형 소통제

• 현장간부는 자소속 직원 대상 맨투맨 소통활동 (27천 명)

• On-Line에 실시간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장 운영 

- 근속승진 폐지 의견 수렴방, 임금피크제 의견 수렴방

• 다양한 설명자료 공유로 자체교육·간담회 시행 

- 설명 및 특강 자료(21건), 홍보자료(55건, 65만부 게시)

노조간부 현장직원

CEO, 교섭팀

(지역본부장, 처장)

위원장, 노조간부

(지방본부장, 지부장)

전 간부 현장 직원

소통장치

호소문, 담화문, 현장소통책임제,  

On-Line 시스템, 특강, 간담회, 설명자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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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4. 파트너와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약속 5. 지역사회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상,  
꿈과 희망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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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4
파트너와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Progress

•동반성장 전담조직(동반성장센터) 운영 

•다양한 On-off line 채널을 통한 동반성장 소통 활성화 

•중소기업 영업 및 판로 확대 지원 

•협력사 산재예방 및 안전협력 

Business & Social Context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및 상생으로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동반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Future Plan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최상의 철도산업 경쟁력 확보

최근덕 | (주)티원시스템즈 수석연구원

코레일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 선도자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소득 불균형, 고용 불안 

등 날로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이기도 합니다. 코레일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이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 노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여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Interview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평가 

양호 (전년대비 2단계 상승)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 유공 

중소기업청장 표창

중소기업 기술이전 

9건 (1,513백만 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76.7%

다자간 성과공유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공기관 구매론 지원 

최우수 공공기관 선정 (4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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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중소기업과 함께 최상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및 성과배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동반상생하는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동반성장

동반성장 기반 구축

동반성장 추진체계

코레일은 중소기업과 함께 최상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상생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국민행복 KORAIL’을 

추진목표로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동반성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전담조직 

(동반성장센터)을 2014년보다 15명 늘린 4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추진체계

추진목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국민행복 KORAIL

추진전략 전사적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동반성장 추진 
실행력 강화

동반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점과제 • 추진조직 역량 강화

• 공정거래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동반성장 소통 활성화

• 중소기업 영업 및  

판로 확대 지원

• 정부권장정책 이행 강화

• 중소기업 기술력 지원 제고

• 상생협력 모델 성과 공유제 

정착

동반성장 추진조직

동반성장센터장 재무관리실장

총괄지원팀(4명)

동반성장 총괄지원

물자관리처

(동반성장부)

공정거래지원팀(3명)

중소기업 공공구매

계약처

구매부

공사용역부

영업·판로지원팀(4명)

중소기업 판로지원

관광사업단

영업개발처

해외사업처

안전·기술지원팀(7명)

중소기업 기술지원

차량계획처

시설계획처

전기계획처

환경경영처

안전계획처

연구지원처

품질인증센터

현업 소속(28명)

공공구매 지원관

지역본부

정비단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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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 확립

코레일은 제도개선 및 불공정거래 방지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간담회, 구매상담회 

등 중소기업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권리보호 

및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16건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대금 99건에 대해 100% 지급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계약대상 전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선금 지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적극적인 공공구매론 지원으로 4년 연속 공공

구매론 지원 최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통 활성화 

코레일은 다양한 On-Off Line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센터, EBID시스템, 부패추방센터, 바르미신고방, Clean-Call, 고객 알리미 서비스 등 

On-Line 소통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며, 업무협약, 호남고속

철도 시승행사, 협력사간담회, 구매상담회, 제품설명회 등 Off-Line 소통으로 중소기업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 채널

동반성장센터

EBID시스템

찾아가는 구매상담회

찾아가는 협력사 간담회

철도기술세미나

Off-Line

소통채널

동반성장센터 동반성장 정책 안내 및 중소기업 사업제안 및 건의사항 수렴(19건 처리)

EBID시스템 코레일 조달계약 정보 100% 공개 (조달정보 공개 및 Q&A처리 56건)

부패추방센터 부패행위 신고 접수, 코레일 청렴정책 등 40건 정보 공개

바르미신고방 부패신고자에 대한 100% 익명보장신고시스템

Clean-Call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불편해소

고객 알리미 서비스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등 진행과정을 SNS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2,620건의 업무에 3,998회 시행)

On-Line

소통채널

동반성장 업무협약 우수 중소기업 육성 지원(제품설명회 개최)

민·관 공동투자 기술협력

펀드 조성 협약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20억 조성

협력사 초청  

호남고속철도 견학

호남고속철도 개통 기념 시승행사 및 호남고속차량정비센터  

견학 및 간담회

협력사 간담회 협력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건의사항 14건 처리)

구매상담회, 제품설명회 중소기업 판로 지원 (구매연결 5,015천 원, MRO 신규등록 10건)

철도기술세미나 철도 핵심 부품 및 장치 국산화 등 철도기술 정보 공유

국토교통기술대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철도 핵심 부품 및 장치 국산화 등 철도기술 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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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영업 및 판로확대 지원

코레일은 중소 여행사 및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대 

관광벨트 완성 및 간이역 명소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차모형 전통주, 초콜릿, 쿠키 등 

열차 디자인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역사 내에 23곳의 

지역맛집을 유치하여 전국 스타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간매출액 약 308억 원, 일자리 창출 238개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스테이션 청춘 셰프’ 공모전을 통해 최고의 셰프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매장을 

지원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원료 

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하는 지역 특산품 전문매장 ‘농식품 찬들마루’를 운영함으로써 62개 

중소기업의 360여개 상품을 유치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

코레일은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동반진출로 중소기업의 해외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개의 중소기업과 11개 국가의 

중고 철도차량 정비·매각, 해외철도 교육·컨설팅, 대규모 철도 인프라 시설 운영·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주하여 46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국내 37개 중소기업과 밀라노 엑스포에 공동 참가하여 중소

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로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10억 원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5대 관광벨트 및 간이역 명소화 성과

구분 5대 관광벨트 등 관광상품 간이역 명소화

추진내용
O·V·S·D·A·G-train, 팔도장터 관광열차,  

와인시네마, 바다열차 등

분천역 산타마을, 득량역 추억의 코스프레,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

중소여행사  

연계 상품 매출액
128억 원(2014년 79억 원) 2.4억 원(2014년 0.3억 원)

지역경제 기여도 생산유발 2,757억 원, 취업유발 3,484명 생산유발 432억 원, 취업유발 546명

기차모형 전통주

해외 동반진출 내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항철도 사업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구매

FS 사업

탄자니아

탄자니아 철도건설

컨설팅 사업(1.5억)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도시철도 동-서 노선 사업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 조사사업

카메룬

카메룬 철도운영진단 및

구조개혁 컨설팅 사업

이란

이란 중고부품

수출사업

파키스탄

파키스탄 중고기관차 

수출 및 정비 컨설팅

지역맛집 (동대구역 상송빵집)

청춘셰프 2호점 (청량리역)

찬들마루

파키스탄 중고기관차 수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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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력 지원

코레일은 중소기업 기술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20억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필요기술 정보의  

사전 제공으로 협력기업의 사업화 준비 및 조기 추진을 도모하는 기술예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무료 직무교육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사업 : 정부(중소기업청)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펀드를 조성해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

성과공유제 확산

코레일은 다자간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2·3차 협력사까지 성과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성능시험 지원 등의 기술모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및 판로 지원 모델 등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하고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자율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능검증 1건(다자간), 공동기술개발 5건, 기술이전 2건, 판로지원 3건, 창업지원 1건 등 총 12건의 성과

공유제 과제를 발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115억 원 달성, KORAIL 구매비용  

47억 원 절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다자간 성과공유제 경진대회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정부권장물품 우선 구매

코레일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부권장물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청소용역계약시 사회적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적격 

심사시 여성기업 가점 부여 등의 제도개선과 중소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활성화, 구매상담회 및 제품설명회 확대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도 특성상 대기업  

독점생산품(철도차량)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50%대에서 

정체하였으나, 2015년에는 76.7%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동반성장 대내외 평가 향상

코레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은 ‘철도관광벨트  

스타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스테이션 청춘셰프’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 현황 

유형 성과공유 과제

판로지원

철도차량모형 틴케이스 개발

KORAIL CI를 부착한 모형기차 개발

레일-텔(철도+호텔)

기술이전
「커패시터 교환형 게이트 드라이브」 기술이전

「머신비전을 이용한 전차선 측정시스템」 기술이전

창업지원 「스테이션 청춘셰프」 상업시설 지원

성능검증 

(다자간)
고속철도차량용 탄성너클 신뢰성 검증 시험

공동기술 

개발

휴대용 발리스 시험기 국산화 개발

고속차량 열차승무원용 통합 무선통신장치 개발

KTX차량 RPU랙 전원공급카드(ALM11) 국산화 개발

철도차량용 ATP 타코메타 국산화 개발

KTX-산천 동력차 및 객차용 축전지 국산화 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프로세스

과제공모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13건(2014년 10건)

과제 발굴

기술개발비 지원 및 현차

Test-bed 제공 등 

개발제품 안정성 확보

공동기술개발

개발신제품의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보장(3년)으로 중소기업 판로확보

(2015년 구매 : 113억 원)

판로 확보

구매조건부 개발신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9
50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단위 : %)

2014

2013

63.6
2014

58.9 
2015

76.7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013 2014 2015

보통 개선 양호

* 등급체계 : 4단계 (우수 - 양호 - 보통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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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5
지역사회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 

Progress

•사회공헌 운영체계 확보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철도체험학습장, 해피트레인 등)  

•노사공동 사회공헌재단(희망철도재단) 설립 

•국가행사 및 재난지원

Business & Social Context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제3의 경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혁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일회성·전시성으로 펼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핵심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업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고, 사회발전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Future Plan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강화

• 전국 철도망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속 

함영신 |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코레일은 전국 49개 봉사단, 430개 봉사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빈곤아동들의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며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고유한 업의 특성인 철도 인프라와 직무재능을 

잘 살려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생과 공유가치 창출에 입각한 체계적 사회공헌 전략과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행력이 우수합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들은 유아·청소년기를 거쳐 코레일의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으로 아동들의 성장과 함께 코레일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erview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SM) 

AAA 등급 (7년 연속)

사회공헌 재원 

452억 원

일인당 사회공헌시간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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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추진체계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재능나눔, 행복나눔, 지역공헌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전국 철도망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내부 운영조직을 재정비하여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봉사단장을 부사장에서 CEO로 직위를 격상하는 등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외부 파트너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레일 고유의 업과 각 사회복지기관별 특성을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재원 확보 

사회공헌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를 하는 ‘사랑의 

성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약 89%가 가입하는 등 직원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랑의 성금에 1:1로 매칭하여 공사 예산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하는 ‘매칭그랜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사업 시 주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자회 행사, 기금모금  

행사 등을 통하여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사회공헌  

재원은 45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외계층과의 나눔 활동에 뜻 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업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회공헌 체계도

비전 국민행복 코레일

슬로건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3대 핵심분야 재능나눔 행복나눔 지역공헌

철도 인프라 및

직원 직무재능 나눔

국민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업(業)에 특화된 나눔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강화

2015년 

중점 추진 및 

실행과제

사회공헌 운영시스템 강화

•코레일빌리지

•철도체험학습장

• 코레일 오케스트라

•코레일스포츠단

•안전·환경 전문지식 나눔

•해피트레인

•스테이션 청춘셰프

•생명나눔 헌혈

•노숙인 일자리제공사업

•남북철도 발전기금 조성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설·추석 전사 나눔활동

•국가행사지원

•1사 1병영 군장병 지원

•메르스 예방 활동

코레일 사회봉사단 조직도

운영위원회

본사 각 봉사단

봉
사
회
1

봉
사
회
2

봉
사
회
3

봉
사
회
1

봉
사
회
2

봉
사
회
3

사무국

각 지역 봉사단

단장 (CEO)

실무
위원회

실무
위원회

사회공헌 재원 (단위 : 억 원)

 2013    |    2014    |    2015

418
428

452

외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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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추진 성과

공사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은 현재 430개 봉사회로 확대되었고 2015년도 기준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연간 약 18만시간, 수혜인원은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재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회공헌 참여 시간도 꾸준하게 증가하여 전사적인 사회공헌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과 ‘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대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코레일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재능나눔

철도체험학습장

코레일은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18개소에 철도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문화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 등 실질적인 직무체험 및 실습이 가능하도록 ‘철도직무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구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방문자 수는 45,623명으로 교육부의 교육기부 우수기관 재인증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사 교육기부단을 구성하여 철도체험학습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것이며, 청소년에게 직무 심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박 2일 철도사랑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레일빌리지

코레일은 소외계층 거주 시설 및 집을 방문하여 수리하는 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코레일빌리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기·토목분야 직원들이 철도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공부방 조성 등 학습프로보노 활동을 전개하여 2015년도에는 162회, 1,919명이 참여하고 

3,601명이 혜택을 받아 재능기부 릴레이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 재능기부 

코레일 직원들은 각자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서울역 신년음악회, 안양역 제116주년 철도의 날 기념 음악회 등 12회에 걸쳐 재능기부 

연주회를 실시하였으며, 코레일 스포츠단 선수들은 스포츠 꿈나무 육성(축구), 승무원 호신술 강습(유도) 등 

수요계층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행복나눔

해피트레인

코레일은 여행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기차여행 제공하는 해피트레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거주 이산가족 100명을 초청하여 

DMZ-train을 통해 백마고지역을 여행하였으며, 행사 당일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이산가족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 아동 330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동요테마 해피 

트레인 등을 총 162회를 운행하여 평소 기차여행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여행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철도체험학습

코레일빌리지 활동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산가족 초청 해피트레인

1인당 사회공헌 시간 (단위 : 시간 / 인)

2015

13.02014

12.82014

12.6



56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5

사랑의 나눔 좌석

코레일은 2014년 8월 15일 대전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KTX 이용을 기념하고 평소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황의 뜻에 따라 그가 이용한 좌석을 ‘사랑과 나눔의 좌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된 수익금은 사회공헌 재원에 매칭하여 1,5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하였으며, 천주교 대전교구에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 일자리제공 사업

코레일은 노숙인 대상 자립·자활 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시작한 노숙인 자활사업은 현재 7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차수별 20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서울역 광장 및 주변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위한 교육 및 사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을 통하여 현재까지 노숙인 52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희망철도재단 설립

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노사공동 사회공헌 법인인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희망철도재단은 

고용노동부 인가 노사공동 사회공헌 재단으로 2015년 연말 고용노동부 인가를 마쳤으며, 철도 관련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 이주가정 어린이, 남북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통일 꿈나무 지원 사업과 통일열차 

체험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역공헌

지역사회 밀착지원

코레일은 지역공헌 프로그램으로 국가행사 및 구호활동 지원을 강화 하는 등 필요계층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에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다문화·

저소득·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 649명을 초청하여 국가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수송사령부와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연말연시에 군장병을 위문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안전키트 지원

메르스 발생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균형한 영양 습관으로 면연력이  

약화된 소외계층에게 안전키트를 지원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 및 노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핸드워시, 제균 스프레이, 구급함, 비타민 등이 포함된 안전

키드 150개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설·추석 연말연시 전사 나눔활동 

코레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 기간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자 전사적

으로 사랑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국 232개 기관을 방문하여 355백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의 나눔 좌석

희망철도 재단 설립

연말연시 나눔활동

1사1병영 자매결연 위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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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부족한 진로 및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철도체험학습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철도체험학습장은 전국 14개 역과, 3대 차량정비단, 

승무사업소 등 총 18개소에서 운영되며, 역무원, 기관사, 열차 

승무원 등 직무체험, 철도역사 전시관 관람, 차량정비공장 견학 등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체험

학습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부응하는 직무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들의 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철도체험학습장은 2011년 최초 실시 이래 방문인원이 총 

278,907명(2015.12.31. 기준)에 달하여 코레일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으로 정착되었으며, 2012년 교육부의 교육기부 우수기관 최초인증 

이후, 2015년 재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체험학습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

으로 기울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철도기관사! - 철도체험학습

철도체험학습 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동산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OOO이라고 합니다. 

가족여행을 할 때 저의 가족은 기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번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철도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느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체험활동 시작 전에 철도 교통의 발달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기차가 운행한 것이 최초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일제가 식민수탈을 위해 경부선 등을  
놓게 되었다는 역사적 아픔까지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관련 직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도 많은 직종에 놀랐습니다.  운전, 전기차량, 전산, 운수, 토목, 건축, 사무직 분야로 다양하였는데 체험활동으로 기관차에 탑승하여 운전도 할 수 있도록  
기관차 교육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시범 운전 후 매표소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외국인을 응대하는 모습까지 다재다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짓궂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진로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순천기관차승무사업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편하고 안전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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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6.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약속 7.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켜갑니다.

미래,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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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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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6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Progress

•2년 연속 영업흑자 달성 

•철도 5대 관광벨트 완성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륙철도 진출 기반 조성 

Business & Social Context 

코레일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추구합니다.  

철도운영에 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경영으로 전환함은 물론  

코레일형 창조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정예성 | 미래철도연구원장

철도는 지역 간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경제권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 간의 물류수송에도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코레일은  

전국적인 철도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철도의 장기적인 미래상은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대동맥인 철도가 휴전선을 열고 민족이 소통하는 길을 내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수송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코레일이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그 기반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Interview 

Future Plan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으로 영업흑자 지속

•철도경쟁체제 대비 근본적 체질 개선

•철도노선 중심의 허브 시스템 구축

국제신용등급(Moody’s) 상승 

Aa3 → Aa2

영업이익 

1,144억 원 (2년 연속 흑자)

당기순이익 

864억 원

부채비율 

283.3% (127.6%p 감소) 

* K-IFRS 연결기준

매출액 

55,160억 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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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대책추진단

경제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배분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운송사업과 관광사업, 자산개발사업, 해외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영업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KTX 호남선ㆍ동해선 신규

개통에 따른 수요 확충, YMS(수익관리시스템) 최적화, 5대 관광벨트 완성 등 적극적인 수익 창출 노력으

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였습니다.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은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사회와 이해관계자

에게 환원함으로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직ㆍ간접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경제성과 창출과 배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비고

경제적 가치 창출(A) 47,506 51,196 61,470 

매출액 45,528 48,076 52,207 

금융수익, 자산매각 등 1,978 3,120 9,263 

분배된 경제적 가치(B) 87,470 50,497 51,948 

임직원 21,854 19,681 21,929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협력사* 69,380 24,867 26,682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 4,557 5,389 4,802 이자비용

정부기관** (8,739) 131 (1,920) 국세, 법인세, 지방세 등

고객/지역사회 418 429 455 사회공헌투자 등

잉여 경제적 가치(A-B) (39,964) 699 9,522 

*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협약 해제손실 4조 6,620억원 발생

** 2013년, 2015년은 법인세의 당기 조정으로 인한 법인세 수익 발생

재무 건전성 강화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해제, 영업적자 누적 등으로 2014년 부채가 410.9%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상화대책추진단을 구축하고 강력한 부채감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수익증대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2년 연속 1,000억 원대 영업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공항철도 지분과 비업

무용 부지 등 46,186억 원의 자산매각을 통해 획기적으로 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83.3%로 

전년대비 127.6%p를 개선하였으며, 국제신용등급(Moody’s)은 Aa3에서 Aa2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기획분과(기획조정실장)

•부채감축계획 이행점검 총괄

•경영효율화·수익성제고 총괄

•투자사업 심의 및 총괄

투자심의위원회

전략기획처, 예산처

재무분과(재무관리실장)

•재무위험관리 및 금융부채 감축

•공사채 총량 관리

•구분회계 운영 및 안정화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자금원가처, 구분회계 TF팀

자산분과(사업개발본부장)

•자산운용 종합전략 수립

•자산매각 이행 총괄

•현물출자 추진

사업심의위원회

사업기획처, 용산사업단

정상화대책추진단

단장 : 부사장

공항철도구조개선추진처

지분가치 산정 및 협상

영업이익 (단위 : 억 원)

-1,851

2013 2014 2015

1,001
1,136

부채비율 (단위 : %)

2013 2014 2015

366.8
410.9

283.3

매출액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48,661
50,937

55,160

국제신용등급(Moody’s)

2013 2014 2015

A1
Aa3

Aa2

*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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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

철도 5대 관광벨트 완성

코레일은 철도 5대 관광벨트를 완성하여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하고 철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도 5대 관광벨트는 소외되고 낙후한 간선철도 노선 중 자연경관이 빼어난 

철길·간이역과 지역 관광자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여 관광수요·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철도와 지역 관광자원을 융합한 ‘코레일형 창조경제’ 모델입니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자연비경과 정선의 문화, 서해안의 바다와 낙조 등의 관광자원과 철도를 융합하여 강원청정 및 

서해골드벨트를 개발하여 철도 5대 관광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철도 관광벨트 이용객은 2015년 693천 명

으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고, 생산유발 633억 원, 취업유발 800명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상품(O-train), 우수상표전(G-train), 굿디자인(G-train) 등의 다수 대외

수상을 통해 코레일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관광 테마역 조성

코레일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잊혀진 간이역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찾고 싶은 여행지로 개발

하여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천역은 유럽의 작은 ‘산타 

마을’의 분위기로 재연하여 1일 10명이 방문하던 산골역을 1일 1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국의  

체르마트역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분단의 상징인 도라산역은 ‘통일로 가는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외 통일염원 메시지 확산을 위한 테마공간으로 변신시켰으며, 득량

역은 추억을 테마로 추억의 코스프레 축제를 개최하고 ‘7080’ 분위기의 체험존과 향수존을 연출하여 ‘추억의  

간이역’으로 명소화하였습니다. 코레일은 간이역 명소화로 연간 방문객수 약 47만 명을 유치하고 432 

억 원의 생산유발과 546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코레일은 철도를 통해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여 대륙철도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으로서 2015년 5월, 서울에서 25개국 300명이 참석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남북·대륙철도 연결의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여 코레일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9박 20일 동안 14,400km의 TCR·TSR·TMGR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운행하여 경유국 6개 역과 자매결연, 철도교통세미나 개최 등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륙 

철도 진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참여,  

‘통일은 기차를 타고 온다!(통기타)’ 프로젝트를 통한 통일 공감대 조성 등으로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대내외 소통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철도 5대 관광벨트

도라산역 통일플랫폼

득량역 코스프레 축제

유라시아 친선특급

철도 5대 관광벨트

구분 중부내륙벨트 남도해양벨트 평화생명벨트 강원청정벨트 서해골드벨트

열차명 O·V-train S-train DMZ-train A-train G-train

개발테마 산골·오지 남도 바다·문화 DMZ·생태 정선문화·비경 바다·갯벌

운행구간
서울∼철암

분천∼철암

부산∼보성

서울∼여수

서울∼도라산

서울∼백마고지
청량리∼아우라지 용산∼익산

개발년도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강원청정벨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A-train

평화생명벨트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 관광

DMZ-train

서해골드벨트

갯벌 생태를 경험하는

해안·어촌 관광

West Gold-train

중부내륙벨트

백두대간의

천혜 자연 관광

O-train
V-train

남도해양벨트

남도 특유의 문화와 해양레저 체험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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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확보

핵심기능 위주의 구조개편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KTX노선 확충 등 국민편익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정비 및 유지보수 등 비핵심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비율을 확대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약 

2,600명을 신규소요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형 물류사업부제를 도입하고  

신교통사업팀 TF를 신설하는 등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였으며,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행, 

인력운영 지표 개선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27개의 

화물취급역을 106개로 통폐합하는 물류거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운송수익 확대 기반 구축

코레일은 2015년 4월 2일, KTX 개통 11주년을 맞이하면서 호남고속선 오송~광주송정(183.8km)와  

동해선 모량~포항(35.1km)을 개통하였습니다. 최적화된 열차시각 설정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줄여 용산

~광주송정(목포)는 59분 단축, 서울~포항은 2시간 54분을 단축하였습니다. 노선 확대에 따라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통 초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예측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실수요에 대응

하는 신속한 열차운행체계 개편으로 KTX 운행횟수를 작년보다 23.4% 늘려 역대 최다 이용객 수 60,535

천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횟수 증가와 시장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5년에 최초 도입하였던 수익관리시스템(YMS)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수익관리시스템(YMS)를 도입하였습니다. 상품기획 및 출시를 즉시성 있게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장거리 중심으로 고객이용을 유도하였으며, 열차별 좌석 소요량 예측을 통하여 예상 공석에 

대한 신규 전략상품을 판매하면서 KTX의 승차율이 전년 62.3%보다 1.2%p 늘어난 63.5%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사업 추진 기반 조성

코레일은 국내 철도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80명을 양성하고 운영유지보수사업(O&M) 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발족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의 입찰 및 사업참여 단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표준절차를 정비하고 모든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 단계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해외사업 추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레일플러스 카드사업

코레일은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광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성장 사업에 진출하고자 레일플러스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역 

마다 교통카드 사업자가 달라 동일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대중교통 이용정보 통합 및 수집을 통해 고객맞춤형 열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레일플러스 카드는 기존 선불교통카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판매기준 시장점유율 10.2%를 달성

하였으며, 새로운 수익 창출과 비용절감으로 신규 다원사업수익 55.9억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자동충전 등 기술혁신으로 코레일 핀-테크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전문인력 양성

• 해외사업 서포터즈 활동(35명)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역량개발

•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24명) 

-  외국어대 파견(20주),  

국제철도 전문교육(6주)

해외사업 미래인재 발굴(59명)

• 엔지니어링협회 위탁교육(13명) 

-  해외 프로젝트발굴실무 외  

1개 과정

• 해외건설협회 위탁교육(8명) 

- 해외건설금융 실무 외 5개 과정

컨설팅사업 전문인력 양성(21명)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별 판매비율 (단위 : %)

기타 발행사

19.1

이비 

(Cash bee)

6.8

레일플러스

(R+)

10.2

KSCC 

(T-money)

63.9

기능 재편 현황

•책임형 물류사업부제 도입

•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분야 구분회계

•신교통사업팀TF 신설

•화물취급역 통폐합 및 거점화

조직

• 공항철도 지분 매각

• 정동진레일바이크 운영사업 이관 

(코레일테크→코레일관광개발)

• 온라인쇼핑몰, 레스토랑 운영사업 철수

• 주차장사업 단계적 종료

계열사

• 화물열차 1인승무 및 관리지원 효율화 

(2015년 1,079명)

• 호남고속철도 등 신규노선 인력 674명 충당

• 선진철도 수준으로 인력운영 지표 개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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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2004년 KTX 개통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레일의 고객안전, 편의, 철도기술은 많은 발전과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레일이 장기적으로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및 환경과 산사태, 국지적인 강수와 같은 돌발 재난재해 등에 대한 사후 대책보다 사전에 대응하는 기술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상, 기후 및 환경, 재난안전 분야의 예측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철도

운영시스템의 안전과 환경,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차운행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사업장 운영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환경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에서도 코레일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발 앞선 환경경영 실행체계 구축으로 

친환경적 기업의 표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view 

약속 7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켜갑니다. 

Progress

•환경운영관리 고도화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

Business & Social Context 

KORAIL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가용 이용고객을 철도로 흡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Future Plan 

•철도를 통한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량사업 확대

•정부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의 환경관리

서울-부산구간 ITX-새마을 열차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

CDP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0.81kg/km (기준연도 대비 10% 감축)

환경시설 투자 

531백만 원

녹색제품 구매율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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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전략체계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선진 철도기관 및 최고 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경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출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환경관리에 힘씁니다. 

•둘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산업의 친환경성 향상에 노력합니다. 

•셋째, 국제기후협약에 따른 환경규제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직 · 운영

코레일은 원활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 내에 환경전담 조직을 두고 현업 소속의 

환경,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경영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철도의 환경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뉴스 클리핑 운영, 철도 환경분야 

기술교류회, 철도운영기관 환경협의회, 철도환경자문회를 통하여 다각도에서 철도의 친환경운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환경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통분야 환경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의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여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량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의 실현

환경업무 조직구성

환
경
조
직
현
황

처장 1명

부장 2명

처원 4명(기획부)

처원 3명(운영부)

실장 1명
본
사
조
직(

기
획
조
정
실)

본부장 1명

처장 1명

팀장 1명

환경담당 1명

에너지담당 1명

본
부
조
직 

12
개

단장 1명

처장 1명

부장 1명

팀장 1명

환경담당 1명

에너지담당 1명

차
량
정
비
단

팀장 1명

환경담당 1명

처장 1명부
속
사
무
소

대기

폐기물

수질
환
경
기
술
인

사
업
소

환경경영 전략 체계

VISION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

환경경영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3대 전략

12대과제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탄소경영 기반강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보급

구석구석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추진

환경

운영관리

고도화

지속 가능한 녹색경영 추진

환경오염 

저감활동 지속 촉진

토양오염 관리체계 강화

순환형 

물 관리체계 선진화

환경역량

LEVEL-UP

철도환경 운영관리 효율화

철도특성에 맞는 

환경사랑 실천

환경업무 위상 강화

환경네트워크 및  

철도의 친환경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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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프로보노 활동

KORAIL은 환경분야에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직원을 멘토로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NGO단체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환경교육 및 캠페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물론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경영의 시작, KORAIL 환경프로보노

KORAIL 환경프로보노는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소음, 온실가스 등 환경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

입니다. 코레일은 전문기술의 나눔·확산 활동인 프로보노 퍼블리코를 환경분야에 접목하여 2011년도 

본사활동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범위를 전사로 확대 시행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프로보노 주요활동

KORAIL은 2015년 중소기업 전문지식 컨설팅, 환경법규 이행 가이드닝, 환경교육 및 캠페인 등 다수의 

매칭기관과 환경프로보노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환경프로보노 지원현황

사회적기업 및 기타

매칭기관 활동내용

00문화탑방단
재활용분리수거, 빗물재이용 시스템 등 

현장교육지원

00어린이집
기차의 친환경성, 녹색생활실천 등 

환경교육

00복지회
환경시설물 설치 및 친환경 재료  

사용교육

00시  

아동교육기관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환경· 

안전교육

00빌
에너지 낭비개소 발굴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00연수원 대기오염, 실내공조기 오염상태 진단

프로보노란?

프로보노는 라틴어“pro bono pub l ico”의 약자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법률, 의학적인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홍보 마케팅, 컨설팅, 기술, 언어와 같은 전문지식 

분야 등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Pro Bono 
=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

환경 프로보노 추진단

본사 추진단

•단장 : 환경경영처장

•간사 : 프로보노담당

•단원 : 본사환경인력 풀

지역본부 추진단

•단장 : 경영인사처장

•간사 : 환경담당(경영인사처)

•단원 : 지역본부 환경인력 풀

정비단 추진단

•단장 : 기술계획처장

•간사 : 환경담당(기술계획처)

•단원 : 정비단환경인력 풀

간사(환경운영부장)

전사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프로보노

모집

활동종결

평가
수요파악 매칭오리엔테이션

프로보노

활동

활동진행

모니터링

운영 프로세스

주요 활동범위
•환경시설 컨설팅  수질, 폐기물,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기술 전파,  

법규 이행 여부 등 통합적 환경관리대책 지원

•친환경 교육 자문  행정명령 사례 및 법규 해석, 친환경 기술 접목에  

대한 매칭기관의 경영개선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낭비개소 발굴·진단 및 절약방안 제시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지원

•환경캠페인 지원  환경관리 시스템 교육, 녹색생활 실천 등 환경친화적

지구 만들기 동참

친환경

교육자문

환경시설
(수질·폐수·폐기물·대기)

컨설팅

환경캠페인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

2015년 프로보노 추진현황

에너지

17% (4건)

폐기물

22% (5건)

수질

9% (2건)

대기

4% (1건)

환경교육

17% (11건)

매칭기관 활동내용

00환경개발
대기환경 기술자문, 및 소음·진동  

환경법규 준수 이행 지원

00산업 폐기물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자문

00이엔씨 에너지진단 및 전기에너지 절감 컨설팅

00공업사
폐기물 분리보관 관리 및 행정명령 

사례 교육

00환경건설 수질관련 측정분석방법 교육

00티에스 사업장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 컨설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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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코레일은 자체 구축한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자원, 환경시설, 환경투자,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빅데이터 관리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규제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환경경영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ERP시스템과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사규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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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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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비용 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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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년도 환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환경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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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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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경영 성과공개(https://info.korail.com/mbs/www/subview.jsp?id=www_030612000000)

친환경 철도 구현

과거 철도는 자동차의 편리성에 밀려 일부 도시간 철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부족,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 등 환경·에너지 

위기로 철도의 친환경성이 재조명 받고 있으며, 도로와 비교하여 탁월한 수송 효율성으로 21세기 최고의 

수송수단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는 도로와 비교하여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환경활동
등록관리

환경활동
지표평가

지속가능
평가대응

환경경영 보고서
기초자료

체계적 관리

환경규제

온실가스 배출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배출

소음·진동 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ERP시스템(KOVIS)

설비관리 / 구매관리

문서관리 / 업무포탈

재무관리 / 자재관리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ERP시스템(KOVIS)과 통합환경경영활동 체계적 관리

환경경영정보
시스템 기초 정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녹색제공 정보 관리

온실가스배출원, 배출량 관리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환경경영평가 지표 설정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현황 (단위 : 천 Toe)

2012 2013 2014

3,733 3,742
3,971

항공

2012 2013 2014

370 342
302

철도

2012 2013 2014

29,886 30,813 31,037

육상

2012 2013 2014

3,154

2,433 2,319

수상

* 출처 : 2015년 에너지 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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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코레일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전사 조직을 갖추어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및 실무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어 관리·운영하며,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관리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철도운행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

습니다. 주요 배출원은 철도 운전용에너지와 철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됩니다. 2015년도 

철도차량 운행거리(환산차량키로 기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1kg/km이며,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준

연도(2007~2009년 3년평균) 0.9kg/km대비 약 10% 감축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사장

총괄관리자

기획조정실장

분야

책임관리자

본부, 

실·센터, 단장

분야 

실무책임자

분야 

실무부서장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 부사장

주요기능 : 온실가스·에너지 주요정책 섭외

온실가스·에너지 실무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 온실가스·에너지 주요 실무 섭외

소속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 소속기관의 장

주요기능 : 소속의 온실가스·에너지 주요 시장 섭외

분야 

실무담당자

사업장 책임

관리자

소속기관의 장

전사

실무관리자

환경경영처장

사업장 

실무책임자

사업장

실무부서장

사업장

실무담당자

전사 

실무책임자

환경기획부장

전사

실무담당자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정확성 검증

ERP
시스템

ERP
시스템

ERP
시스템

철도차량(디젤기관차) 연료사용량 철도차량(특수차량) 연료사용량철도차량(디젤동차) 연료사용량

일반전력(사옥, 역사 등)
전기사용량

철도차량(전기차량)
전기사용량

일반전력(기계, 설비 등)
전기사용량

고지서/구매기록 정부 NGMS 시스템

기계설비 연료

업무용자동차 연료

냉난방 연료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Kg/Km)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9
0.89

0.86 0.87
0.82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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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54,813

합계 1,639,366

합계 1,771,454

철도운전용

385,431

428,329

500,742

1,069,248

1,030,405

1,082,459

174,079

162,000

165,675

21,576

14,309

18,424

4,479

4,323

4,154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배출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ITX- 

새마을 증편운행, 역사신설·개량, 안전설비 및 약자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 등)의 증설 등 

온실가스 증가요인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량 위주의 열차 운행, 역사신설·개량, 전사 

에너지 절감운동실천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 확대

코레일은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저탄소 전기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친환경 고속차량을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신형 디젤차량

(7600호대) 25량을 인수 완료, 디젤차량 새마을동차(PMC)의 운행을 중지하고 ITX-새마을 전기차량을 2014년 

11월부터 운행함으로써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 확대를 통해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경영에 대한 대외적 성과 인정

철도분야 최초로 KTX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2011년)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부산 구간 ITX-새마을 열차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코레일이 제공

하는 철도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으로, 자동차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철도의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코레일은 CDP Climate Change 250의 정보공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사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2015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적·윤리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탄소정보공개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71kgCO2e
61kgCO2e 감축
(소나무 12그루)

10kgCO2e
※  소나무 1그루는 약 5kgCO2e 흡수

탄소성적표지 인증

서울-부산 KTX 이용시 소나무 심는 효과

인증내역 관련차량 온실가스 총 배출량 1km당 배출량 수준 로고

ITX-새마을(서울-부산) 1인 편도 수송기준 12.23kg 27.7g 승용차 대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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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로(서울-신창)
1인 편도 수송기준

2.5kg 21.5 g 승용차 대비 1/7.8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12.2kg

10.2kg

2.5kg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시상식

2015

2014

2013

전기·디젤차량 보유량

 기관차     동차전기차량

2013 2014 2015

합계 3,914 합계 4,048 합계 4,220

4,020
3,848

209

3,705

200 200

 기관차     동차디젤차량

2013 2014 2015

합계 589 합계 513 합계 493

201204

286

303 309
292

(단위 : tCO2-eq)

생활용

 업무용자동차   냉난방연료   생활전력   경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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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효율화

화석연료(경유) 사용량의 지속적인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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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경유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방지 및 대기오염 최소화 등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철도차량의 효율적 운행

전기철도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기 에너지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운행의 효율성 

강화 및 고효율 전기철도차량 교체 등으로 단위 운행당 전력사용량은 2013년 대비 약 9%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절감 활동(ECO-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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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 및 전등 소등, 무화회송 등으로 연간 약 218억 원의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정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차운행 체계 개편, 차량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절약과  

생활전기, 냉난방 등의 생활용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디젤철도차량 경유사용량

구분 2013 2014 2015

경유사용량 (kl) 170,798 146,098 131,466

소비량 (TJ) 6,439 5,508 4,956

디젤철도 차량운행량(천km·량) 510,105 423,423 380,311

단위 운행당 경유 사용량(L/Km·량) 0.335 0.345 0.346

전기철도차량 전력사용량

구분 2013 2014 2015

전력사용량 (MWh) 2,321,625 2,208,981 2,293,292

소비량 (TJ) 22,288 21,216 22,016

전기철도 차량운행량 (천km·량) 1,315,394 1,353,693 1,421,223

단위 운행당 전력 사용량 (kwh/Km·량) 1.76 1.63 1.61

디젤철도차량

전기철도차량

철도차량 운전용 연료 절감실적 (단위 : 백만 원)

32121,451

54021,370

84217,557

2015

2014

2013

 장시간 정차열차 기관정지     동력차 무화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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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에너지 관리 

코레일의 에너지 소비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소비되는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가 87%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철도차량기지,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에너지, 냉난방 연료, 

업무용 자동차 등 생활에너지는 전체 소비량의 13%에 불과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소음저감 등을 위해 전기에너지 기반 철도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행

함에 따라 전기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용 경유 사용량은 큰 폭으로 감소시켜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코레일은 2005년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2015년 현재 2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총용량 544.6kW)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지열 설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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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23개소에 4,623.5kW의 지열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비 운영

코레일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을 절약하기 위하여 총 30개소에 401,619㎉ 의 태양열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 신축 및 개축 등 시행 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김천역)

지열 설비(오송역)

태양열 설비(대전철도차량정비단)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1 3.3
2

45.2
3

53.1

2013 2014 2015 설치대수(대) 설치용량(kW) 2013 2014 2015

연도별 지열 설비 설치현황

44.1 59.4

318.9

1 1 1

2013 2014 2015 설치개소(대) 설치용량(kW) 2013 2014 2015

에너지 종별 소비량 (단위 : TJ)

구분 2013 2014 2015

철도 

운전용

경유 6,439 5,508 4,956

전력 22,288 21,216 22,016

생활용

전력 3,411 3,335 3,584

냉난방 321 262 371

자동차 58 62 64

합계 32,517 30,383 30,991

태양열 설치·보유 현황 23

1
6

설치용량(kW) 1000kcal 미만 1000~2000kcal 2000kca 이상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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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

코레일은 역, 사업소 등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열차에서 나오는 오수와 차량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수기 보급과 수압 조절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중수도 

설치, 방류폐수 재활용, 빗물 재이용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수자원 관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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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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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빗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코레일은 지하역사 공조설비 개량, 환기설비 확대 운영, 청소 품질평가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87개 역사(지상 34역, 지하 53역) 모두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객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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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수선작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기지에 집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량의 비중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선진경영으로 능동적인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관리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

구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3 2014 2015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지기준

미세먼지(㎍/㎥) 150이하 79 58 82 63 76 43

이산화탄소(ppm) 1,000이하 534 490 513 488 501 469

폼알데하이드(㎍/㎥) 100이하 18 17 43 24 21 14

일산화탄소(ppm) 10이하 1 1 1 1 1 1

철도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연산역 빗물이용시설

대기오염 방지설비 운영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51,109
79,680 82,692

객차오수량

2013 2014 2015

270,654
242,032

230,411

폐수처리량

전기철도차량 비율 (단위 : %)

89.5

88.8

86.9

2015

20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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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

철도 토양오염 측정 관리

코레일은 철도용지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선정한 철도역사 등 총 24개소의 토양

측정망 지점의 연도별 토양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24개 지점은 모두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평균오염도는 대부분의 항목

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철도 목침목 보관 및 사용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지점수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지점은  

단 하나의 지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침목과 헌침목 보관지점에 대한 선제적 토양오염도 조사,  

목침목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유해물질 유출방지 대책 시행 등을 통해 토양오염 방지에 선제적

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

발생 폐기물 저감 노력

코레일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폐기물 보관장 설치, 배출시간 지정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 사업장 배출과 신고와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 관리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 동참 유도 및 외부전문 강사 

초청교육을 시행하고 환경부등록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노력

코레일은 열차와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은 분리 수거를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공기

필터·폐제륜자 철편 분리, 폐공기호스 재활용, 폐목재류 연료 사용 제공 등 폐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

철도 소음진동 저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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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력 소음, 기타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기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철도차량 제작 시  

저소음 차량 도입, 장대레일 설치·개량 확대 및 공력 소음 대책 설계 등을 통해 철도 운행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단위 : kg, 연)

구분 열차 재활용 역사 재활용

종이류 306,595 482,567

플라스틱 52,225 141,174

캔류 28,363 106,694

병류 79,742 179,502

기타 86 53,128

합계 467,011 963,065

구분 2013 2014 2015

사업장 일반폐기물 2,127 1,370 1,956

지정 폐기물 1,712 1,292 1,588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연)

토양측정망 운영 프로세스

토양시료채취

(5~6월)

오염도 분석

(7~12월)

결과보고서 발간

(다음년도)

장대레일 비율 (단위 : %)

2013 2014 2015

56.4
56.5

59.6

* 장대레일 : 길이가 200m 이상인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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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자산

유동자산 19,698 55,188 9,527

비유동자산 200,949 166,893 172,460

자산총계 220,647 222,081 181,987

부채

유동부채 45,605 55,492 28,067

비유동부채 127,777 123,117 106,435

부채총계 173,382 178,609 134,502

자본

납입자본 95,803 95,989 99,890

결손금 (80,681) (84,581) (82,830) 

기타자본구성요소 30,817 30,149 29,507

비지배지분 1,326 1,916 918

자본총계 47,265 43,472 47,485 

요약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매출액 48,661 50,937 55,160

매출원가 47,466 47,205 51,089

매출총이익 1,195 3,732 4,071

판매비와관리비 3,046 2,732 2,935

영업이익(손실) (1,851) 1,001 1,136

기타수익 111 99 227

기타비용 1,195 307 337

기타이익(손실) (47,009) (1,228) 696

금융수익 613 1,030 1,027

금융원가 5,146 6,154 5,721

관계기업과공동기업관련이익 240 199 209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손실 (54,237) 5,361 2,764

계속영업법인세수익 (8,938) (41)  (2,194)

계속영업손실 45,299 5,320 569

중단영업이익 1,989 1,937 1,433

당기순이익(손실) (43,310) (3,383) 86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43,477) (3,542) 823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67 158 41

기타포괄손익(세후) (31,915) (597) 757

총포괄이익(손실) (11,395) (3,981) 1,62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1,567) (4,139) 1,581

  비지배지분 171 158 39

지속가능경영 성과

자산 (단위 : 억 원)

181,987

222,081 

220,647 

2015

2014

2013

부채 (단위 : 억 원)

134,502

178,609 

173,382 

2015

2014

2013

자본 (단위 : 억 원)

47,485

43,472 

47,265 

2015

2014

2013

매출액 (단위 : 억 원)

55,160

50,937 

48,661 

2015

2014

2013

당기순이익 (단위 : 억 원)

864

-3,383 

-43,310 

2015

2014

2013

영업이익 (단위 : 억 원)

1,136

1,001 

-1,851 

2015

20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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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임직원

고용

총 임직원 수 명 27,930 27,461.25 26,498

기간제 근로자 직원수(남/여) 명 280(15) 276(25) 278(27)

연령별  

직원 수

25세 미만 명 90 59 124

25~34세 명 3,123 2,159.625 2,334.375

35~44세 명 11,075 9,766 9,519.625

45~54세 명 11,261 11,910.875 11,765.625

55세 이상 명 2,381 3,565.75 2,754.5

장애인 고용(의무고용률 3.0%) 명(%) 904(3.4) 938(3.3) 887(3.2)

고령자 고용(의무고용률 6.0%) 명(%) 2,623(9.2) 2,725(9.7) 2,988(10.9)

평균 근속 연수 년 18.3 18.2 18.6

안심일터구현율 재해자수/근로자수 0.304 0.273 0.250

채용

총 신규채용 인원 수 명 162 500 319

연령별  

신규채용

20세 이하 명 2 2 13

21세~25세 명 73 243.5 123

26세~30세 명 66 219 143

31세~35세 명 16 31 31.5

36세~40세 명 3 4 6

41세 이상 명 2 0.5 2.5

지역별  

신규채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명 66 271.5 129.5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명 96 228.5 189.5

퇴직 퇴직율(%) % 3.3 4.0 3.8

여성인력

여성 직원 수 명 2,580 2,712 2,747

여성 고용(의무고용률 7.67%) % 9.0 9.65 10.02

여성관리자 수(명, 2급 이상) 명 17 19 21

팀장이상 여성 수(비율) 명(%) 193(7.5) 210(8.0) 235(7.04)

신규 채용 여성수(비율) 명(%) 34(20.5) 149(29.8) 55(17.2)

교육

교육예산 백만 원 7,087 6,021 8,423

1인당 교육비 천 원 253 220 317

1인당 교육시간 시간 28 54 32

고객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점 91.5 93.1 96.4

고객의소리 처리만족도 점 84.5 88.0 83.5

정시운행률 KTX정시운행률 (UIC기준) % 99.63 99.88 99.90

협력회사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억 원 6,967 6,703 6,249

중소기업 구매 비율 % 63.6 58.9 76.7

금융지원 실적 억 원 861 645

지역사회

기금조성
러브펀드 백만 원 690 630 589

매칭 그랜트 백만 원 620 603 673

봉사시간 1인당 봉사시간 시간 12.6 12.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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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에너지 사용량

철도운전용 경유 TJ 6,439 5,508 4,956

철도운전용 전력 TJ 22,288 21,216 22,016

생활전력 TJ 3,411 3,335 3,584

냉·난방연료 TJ 321 262 371

업무용 자동차 TJ 58 62 64

계 TJ 32,517 30,372 30,991

온실가스 배출량

철도운전용 경유 tCO2eq 500,742 428,329 385,431

철도운전용 전력 tCO2eq 1,082,459 1,030,405 1,069,248

생활전력 tCO2eq 165,675 162,000 174,079

냉·난방연료 tCO2eq 18,424 14,309 21,576

업무용 자동차 tCO2eq 4,154 4,323 4,479

계 tCO2eq 1,771,454 1,639,366 1,654,813

환경시설 투자

수질 백만 원 288 179 103

대기 백만 원 360 10 153

토양 백만 원 1,753 1,145 214

폐기물 백만 원 39 80 61

계 백만 원 2,435 1,414 531

환경영향 관리

용수재사용량 ton 119,457 138,848 130,312

재사용 비율 % 2.47 2.61 2.37

폐수 처리량 ㎥ 270,654 242,032 230,411

사업장폐기물(일반) 처리량 ton 2,127 1,370 1,956

지정폐기물 처리량 ton 1,712 1,292 1,588

생활폐기물 재활용(열차) ㎏ 406,094 421,347 467,011

생활폐기물 재활용(역사) ㎏ 1,818,163 2,657,407 963,065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 금액 백만 원 8,728 8,678 4,613

녹색제품 구매율 % 91.10 96.59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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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상내역

수상 내용 주관

• 세계 교통부문 오스카상 “황금마차상(Golden Chariot)” 3관왕 

(최고 CEO상, 최고 철도기업상, 최고 철도안전상)
러시아의회

•대한민국브랜드스타 철도부문, 4년 연속 우수브랜드 KTX 선정 국토교통부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국가우수 브랜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경관대상 최우수상 공공기관 부문, 우수 경관 선정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하이스트브랜드 공공브랜드 부문, 브랜드 가치 1위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브랜드 장려상 : 브랜드 경영 공로 산업통상자원부

•올해의 녹색상품 소비자 인기상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기관 인증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친화경영 인증 여성가족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금상, 은상, 동상 수상 행정자치부

•“비상대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국민안전처

•“안전기술 대상” 수상 및 “재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대중교통운영자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디자인 대상” 은탑 산업훈장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구매촉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중소기업청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 공기업 2위, 전체 10위 잡코리아

단체가입 현황

국내 국외

• 한국행정학회 •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 한국정책학회 • 한국철도학회

• 공기업학회 • 철도산업위원회

• 한국물류협회 • 한국지식경영학회

• 한국생산성본부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공공혁신포럼 •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한국지부

• 한국능률협회 •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 서울행정학회 • 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 감사협회 • 대한교통학회

• 한국표준협회

• UN Global Compact • WCRR(국제철도학술대회)

• UIC(국제철도연맹) • OSJD(국제철도협약) 제휴회원국

• SGS인증원  • EURAIL SPEED(고속철도 국제회의)

• 한러 철도교류협력 • 한·중·몽 철도교류협력

• CCTST(TSR 국제운송 조정협의회)

• 한일 철도교류협력(국토교통성, JR큐슈, JR동일본) 

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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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진단 기준 

한국표준협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ISO 26000 

체크리스트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조직  

거버넌스, 인권, 환경, 노동관행,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성과진단을 포함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 

체크리스트에 따라 코레일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범위 

한국표준협회는 코레일의 전반적인 대내·외 활동 및 중장기 전략, 사회적 

책임 활동, 지속가능경영 전략 이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

습니다. 진단 결과는 관련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내부문건, 성과데이터 및 

산출시스템을 검토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진단 방법 

한국표준협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각 부서를 중심으로 객관

적인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근거 수집 및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에 관한 내부 자료검토 

-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별 담당자 인터뷰 수행 

진단 결과 

코레일은 진단결과 총점 1000점 만점 중 935점을 획득하여, ISO 26000 

사회적 책임 이행 IV단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 높고 조직의 운영 시스템,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주제 총 배점 진단점수 

프로세스 360 348 

성과 640 587 

합계 1000 935 

I.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 진단: 348점 획득 / 360점 만점 

코레일은 ‘사람, 세상,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의 미션과 ‘국민행복 

KORAIL’의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인 브랜드경영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10대 지속가능 

경영 추진분과와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경영전략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

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가 모두 포함된 

지속가능경영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기를 권고합니다. 

프로세스 진단 결과 (달성도(%)) 

II. 7대 핵심 주제 진단: 587점 획득 / 640점 만점 

코레일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의 기대사항에 대한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특히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 관행의  

이행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주제별 진단 결과 (달성도(%))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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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 

주제별 세부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직 거버넌스 

코레일은 이사회 내에 전문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핵심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고의사결정기구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소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인권

코레일은 인사규정 및 윤리강령에 인권 존중, 평등고용,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였고, 인권관련 고충처리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습니다. 향후 전사적인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 및 계열사의 

인권 실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노동관행 

코레일은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잦은 인사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안

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권고합니다. 

④ 환 경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장기적으로  

토양, 폐기물, 소음 및 진동 등 환경 관리수준을 단순 법규준수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공정운영 관행 

코레일은 동반성장 전담조직(동반성장센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 파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익명신고채널을 활성화하고, 근무

태만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⑥ 소비자 이슈 

코레일은 차세대 여객영업시스템 구축, 온라인 구매 편의성 향상, 코레일 

앱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고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안전 관리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종종 발생하는 열차사고에 

대비하여 예방 중심의 빈틈없는 철도 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코레일은 5대 관광벨트를 완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철도체험학습장, 해피트레인 등 업과 연계한 사회공헌을 활발하게 실천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철도망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 결론 

코레일은 ISO 26000 대응 수준 진단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935점을 

획득하여 SR IV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직의 전 단계로 확산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 관행의 이행수준이 우수하였습니다. 

향후 철도운영 전문기업으로써 고객의 열차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

하고, 최고 수준의 열차안전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7일

한국표준협회 회장 백수현

한국표준협회는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 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 운영기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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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 3자 검증의견서

KMAR 검증의견서

2015KORAIL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은2015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한국철도공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한국철도공사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검증팀은 검증기준으로AA1000AS(2008)를 적용

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G4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G4 보고 원칙

■ 일반표준공시(General Standard Disclosures)

■ 특정표준공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 하기 중요한 측면(Material Aspect) 각각에 대한 일반적 경영접근방식

(Generic DMA)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EC1

 •간접경제성과(Indirect Economic Impacts): EC7, EC8

 •에너지(Energy): EN3, EN6, EN7

 •용수(Water): EN10

 •배출(Emissions): EN15, EN16, EN18, EN21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EN22, EN23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EN29

 •고용(Employment): LA1, LA2, LA3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LA4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5, LA6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LA9, LA11

 •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Supplier Assessment for Labor Practices): LA14

 •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Labor Practices Grievance Mechanisms): LA16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HR3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Bargaining): HR4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SO1

 •반부패(Anti-corruption): SO3, SO4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SO7

 •고객 안전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PR1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Product and Service Labeling): PR3, PR5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PR8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한국철도공사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와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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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검증결과, 본 검증팀은한국

철도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

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의 대응 활동

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보고서가 GRI G4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한국철도공사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경영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일원화: 

  한국철도공사는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하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한편으로, 경영전략과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속가능성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지속가능경영 정보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활동은 지속가능성 리스크관리의 토대로서  

데이터의 유용성과 가치를 높입니다.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담당조직 

등 정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철도

공사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6.22

대표이사  박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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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GRI G4 Index

일반표준공개

지표명 지표내용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전략 및 분석

G4-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의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가 지속가능성과 조직과의 관계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4.7 / 6.2 / 7.4.2 4-5 82-83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6.3.10 / 6.4.1-6.4.2 /  
6.4.3 / 6.4.4 / 6.4.5 /  

6.8.5 / 7.8 

10 82-83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2-13 82-83

G4-5 본사위치 10 82-83

G4-6 조직이 주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조직의 지속가능성 토픽과 특별히 관련된 국가들의 수와 이름 10 82-83

G4-7 조직 소유 형태 및 법적 형태 10 82-83

G4-8 시장영역 (지리적 분할, 사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10-11 82-83

G4-9

보고 조직의 규모

- 총 근로자 수 

- 총 사업장 수 

- 순매출액(민간부문 조직) 또는 순수익(공공부문 조직) 

-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세분한 총 자본(민간부문 조직) 

- 제공하는 제품 수량 또는 서비스 규모 

10 82-83

G4-10

A. 고용계약 및 성별 전체 근로자 수

B. 고용 유형 및 성별 전체 정규 근로자 수

C. 근로자/피감독근로자별, 그리고 성별 전체 인력

D. 지역과 성별 전체 인력

E.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법률상 자영업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근로자나 피감독근로자가 아닌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F. 고용 근로자 수의 중요한 변화 (예:관광업 또는 농업에서의 고용 인력의 계절적 변화)

10, 77 82-83

G4-11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 20 82-83

G4-12 조직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11, 48-52 82-83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 설비개통, 폐쇄, 확장등을포함한사업장위치변경또는사업장변화 

- 주식자본 구조 및 기타 자본형성의 변화, 유지보수, 사업장 개조 (민간부문 조직의 경우) 

- 공급업체 위치 변경, 공급망 구조 변경,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 포함)

2 82-83

G4-14 조직의 사전예방 접근법 또는 원칙의 명시 내용 21 82-83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6.3.10 / 6.4.1-6.4. / 6.4.3 /  
6.4.4 / 6.4.5 / 6.8.5 / 7.8

79 82-83

G4-16 가입한 협회(산업협회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중 유지중인 멤버십 현황 
6.3.10 / 6.4.1-6.4.2 / 6.4.3 /  

6.4.4 / 6.4.5 / 6.8.5 / 7.8
79 82-83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A.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주체

B.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혹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 중 보고되지 않은 주체

5.2 / 7.3.2 / 7.3.3 / 7.3.4

10-11, 
90-91

82-83

G4-18
A.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B.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보고원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 
24-25 82-83

G4-1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 25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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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표준공개

지표명 지표내용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20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내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 해당 측면이 조직 내 /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지 보고

-  해당 측면이 G4-17에 기술된 조직 내 모든 주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두 접근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 

a. 해당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b. 해당 측면이 중요한 G4-17에 수록된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의 목록 

-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

5.2 / 7.3.2 / 7.3.3 / 7.3.4

25 82-83

G4-21

각 중대측면별로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지 보고

-  해당 측면이 조직 외부에서 중요한 경우, 해당 측면이 중요한 주체, 주체의 그룹 또는 그 요인을 파악,  

또한 파악된 주체에게 해당 측면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함

-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를 보고

25 82-83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 2 82-83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2 82-83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5.3

22-23 82-83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22-23 82-83

G4-26 유형별, 이해관계자 집단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2-23 82-83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 핵심 토픽 및 관심사를 제기한  

이해관계자 집단 
22-23 82-83

보고서 프로필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 (회계 연도 또는 역년).

7.5.3 / 7.6.2

2 82-83

G4-29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2 82-83

G4-30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2 82-83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2 82-83

G4-32

A.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B. 선택 방법에 대한 GRI인덱스

C.  보고서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한 참조 기입. GRI는 외부 검증을 활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부합’ 요구사항은 아님

2 82-83

G4-33

A. 보고서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 및 현 관행

B. 외부 검증보고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C.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D. 최고 거버넌스 기구나 임원이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지 보고 

82-83 82-83

거버넌스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위원회 6.2 / 7.4.3 / 7.7.5 16-17 82-83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행동규범 4.4 / 6.6.3 18-19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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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지표명 지표내용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경제 

경제성과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0 82-83

G4-EC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6.8.1-6.8.2 / 6.8.3 / 6.8.7 / 6.8.9 61 82-83

간접 경제효과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0 82-83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6.3.9 / 6.8.1-6.8.2 / 6.8.7 / 6.8.9 62-63 82-83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6.3.9 / 6.6.6 / 6.6.7 / 
6.7.8 / 6.8.1-6.8.2 / 
6.8.5 / 6.8.7 / 6.8.9

62-63 82-83

환경

에너지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4 82-83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6.5.4 70-71 82-83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6.5.4 / 6.5.5 70-71 82-83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6.5.4 / 6.5.5 70-71 82-83

용수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4 82-83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6.5.4 72, 78 82-83

배출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4 82-83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6.5.5 68-69 82-83

G4-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6.5.5 68-69 82-83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6.5.5 68-69 82-83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6.5.3 72 82-83

폐수 및 폐기물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4 82-83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6.5.3 / 6.5.4 72 82-83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6.5.3 73 82-83

컴플라이언스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64 82-83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4.6 72-73 82-83

사회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고용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0 82-83

G4-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연령별, 성별, 지역별) 6.4.3 41 82-83

G4-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6.4.4 / 6.8.7 43 82-83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6.4.4 43 82-83

노사관계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0 82-83

G4-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6.4.3 / 6.4.5 44-45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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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

중대측면 지표명 지표내용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사회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8 82-83

G4-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6.4.6 31 82-83

G4-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지역별, 성별) 6.4.6 / 6.8.8 31 82-83

훈련 및 교육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0 82-83

G4-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성별, 근로자 범주별) 6.4.7 42, 77 82-83

G4-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성별, 근로자 범주별) 6.4.7 42 82-83

노동관행고충 

처리제도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0 82-83

G4-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6.3.6 44-45 82-83

인권

차별금지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0 82-83

G4-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6.3.6 / 6.3.7 / 6.3.10 / 6.4.3 20, 41 82-8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1 82-83

G4-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6.3.3 / 6.3.4 / 6.3.5 / 6.3.8 / 

6.3.10 / 6.4.5 / 6.6.6
20, 44-45 82-83

사회

지역사회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53 82-83

G4-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6.3.9 / 6.5.1-6.5.2 / 6.5.3 / 6.8 54-57 82-83

반부패
G4-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6.6.1-6.6.2 / 6.6.3 18-19 82-83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6.1-6.6.2 / 6.6.3 18-19 82-83

경쟁저해행위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48 82-83

G4-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6.6.1-6.6.2 / 6.6.5 / 6.6.7 49-50 82-83

제품책임

고객안전보건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28 82-83

G4-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6.7.1-6.7.2 / 6.7.4 / 6.7.5 / 6.8.8 29-33 82-83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34 82-83

G4-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6.7.1-6.7.2 / 6.7.3 / 
6.7.4 / 6.7.5 / 6.7.9

35-38 82-83

G4-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6.7.1-6.7.2 / 6.7.6 35 82-83

고객개인정보 

보호

G4-DMA 경영접근방식 공개 34 82-83

G4-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6.7.1-6.7.2 / 6.7.7 39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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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코레일이 걸어온 길

“경인선의 첫 기적을 울린 후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철도의 발자취

”

1900 이전

1901~1960

1961~1980

1899. • 경인선(노량진-제물포) 개통,  

모갈 : 평균속도 20km/h 

1899. •경인철도 당시의 최초 모갈형 스팀기관차 

1899. •경인철도 개통식(노량진역) 

1901.  • 경인철도 우편물 운송 개시

1905. •경의선(용산~개성) 개통

1906. •통감부 철도관리국 설치(직원 1,791명)

1925. •경성역(현 서울역 구역사) 준공

1937. •철도의 날 제정

1963.  •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1969. •서울-부산/맹호호 : 평균속도 77km/h

1973. •중앙선 전철(청량리-제천)간 개통식

1974. •수도권 전철 개통

1979.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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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
1981~2000

1980. •국산 새마을 동차 운행식 

1985. •서울-부산 새마을호 : 평균속도107km/h 

1999. •한국철도 100년 

2001~2010 2011~2015
2004. •경부고속철도1단계 개통식 

2005.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7. •남북화물열차 개통 

2008. •UIC 성공 개최 

20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0. •KTX-산천 운행 

2012. •ITX-청춘 영업개시 

2013. •O·V·S-Train 개통 

2014.  •KTX 개통 10주년 

•전국 호환형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출시 

 • 인천국제공항 KTX 운행 개시 

 •공사 출범 최초 영업흑자 달성 

2015. •서해금빛열차(G-train), 정선아리랑열차(A-train) 개통

 •호남고속선, 동해선 개통 

 •OSJD 서울 사장단 회의 개최 

“

”

코레일형 창조경제로 

국민행복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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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계열사 현황

주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32

설립일 2003.12.31.

종업원 수 73명

자본금(코레일 출자금액) 77억 원 (70.9억 원)

홈페이지 www.koraillogis.com

지분율 92.1%

주요사업 

•운송사업 : 전국 주요 물류거점기지를 운영하며 화물 운송

•하역사업 : 부산진역, 삽교CY, 부산신항 철송장 운영

•포워딩사업 : 국가간 수출입 화물의 국제복합운송서비스

• CFS사업 :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입 서비스

코레일로지스㈜

주요재무수치 (단위 : 억 원)

매출액                        자산

520

△4

15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설립일 2004.12.02.

종업원 수 326명

자본금(코레일 출자금액) 60억 원 (60억 원)

홈페이지 www.korailretail.com

지분율 100.0%

주요사업  

• 유통사업 :  전철 및 철도역사 내에 편의점, 전문점, 자동판매기 등 운영

• 광고사업 :  철도시설물, 차량, 매장 등을 이용한 광고매체 개발, 판매 및 관리

• 자원유통사업 :  묵호항에 연결된 철도를 이용해 석회석, 철광석 등 광물 선적 및 상차

• 상생물류지원사업 :  소상공인 운영 중소형 편의점에 상품도매 및 물류공급

•임대사업 : 본사 사옥 상가, 오피스 및 보유자산 임대업

2015.12.31. 기준

코레일유통㈜

주요재무수치 (단위 : 억 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2,470

161

2,293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설립일 2004.08.11.

종업원 수 836명

자본금(코레일 출자금액) 40억 원 (20.4억 원)

홈페이지  www.korailtravel.com

지분율 51.0%

주요사업  

• 관광여행 사업 :  국내외 관광,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 바다열차 등) 

• 테마파크 사업 :  정선·곡성·화천 등 테마파크 (레일바이크, 열차펜션 등) 

•승무서비스 사업 : KTX·새마을호 등 승무서비스 

• 유통서비스 사업 :  열차 내 판매서비스, 중소기업 명품마루 등

코레일관광개발㈜

당기순이익

* 관광열차 해랑(레일크루즈)

* 부산진역CYㆍCFS

주요재무수치 (단위 : 억 원)

695

5
200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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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설립일 2004.12.09.

종업원 수 47명

자본금(코레일 출자금액) 19억 원 (18.5억 원)

홈페이지 www.korailtech.kr

지분율 97.3%

주요사업

•경비사업 : 철도건널목 및 주요 시설물의 경비사업

• 다원사업 :  철도궤도공사 및 기존선 고속선의 선로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 전기사업 :  철도 전기시설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 전기설비의 전기공사업,  

설계 및 감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 차량사업 :  KTX 경정비 및 일반객차 의자정비 사업, 도시철도 전동차 정비 및  

해외철도 정비 사업

코레일테크㈜

주요재무수치 (단위 : 억 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381

12

201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설립일 2004.09.21.

종업원 수 881명

자본금(코레일 출자금액) 72억 원 (64억 원)

홈페이지 www.korailnetworks.com 

지분율 89.5%

주요사업  

• 주차사업 :  철도주차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국 기반의 주차서비스

• 역무사업 :  여객철도, 광역철도, 공항철도 역사 운영,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시설관리, One-Stop 셀프티켓 서비스 제공

• 고객센터 사업 : 철도 고객센터

• 카셰어링 사업 :  전국 철도역을 기반으로 한 시간단위 차량 대여 서비스 

• 교통카드 사업 :  전국호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판매 및 정산 서비스 

• KTX특송 사업 :  주요 KTX 역을 중심으로 전국 반나절 배송 서비스

• IT사업 :  IT 솔루션 제품들에 대한 유통, 업무자동화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안정적인 결제서비스 제공

코레일네트웍스㈜

주요재무수치 (단위 : 억 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836

4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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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1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 조직

CEO

•여객사업 : 천정연, 이경희

•광역철도 : 최윤희

•물류사업 : 우상미

•다원사업 : 박근태

•재무성과 : 정선미, 최익주

경제성과

•전략체계 : 이영준

•지배구조 : 이찬경

•윤리경영 : 김병모

•안전관리 : 김중학, 허성욱, 조장현, 김종범

•고객만족 : 주종수

•정보보호 : 이상오

•임직원 : 박희숙

•교육 : 장정우

•노사협력 : 정회준

•동반성장 : 이국형

•사회공헌 : 부라은

사회성과

•환경경영 : 정순태

•에너지 : 강성해

•온실가스 : 김선곤

•사업장 환경 : 김종흔, 민주홍, 방상웅

•녹색구매 : 방상웅, 김령희

환경성과

지속가능경영 총괄

•총 기획 : 김희덕

•총괄진행 : 문용우

지속가능경영 보고 TFT

외부 검증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

자문팀

한국표준협회(KSA)

*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코레일은 공사의 사회적 책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자 「2015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본 설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 고객 □ 임직원 □ 정부 □ 지역주민 □ 협력사 □ NGO 및 시민단체 □ 전문기관 □ 기타(         )

2.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공사 홈페이지 □ 신문 등 언론매체 □ 웹서핑 □ 공단 임직원  □ 세미나/강의 □ 기타(        )

3.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코레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 코레일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 연구 및 교육 활용의 목적으로 □ 기타 (                    )

4. 귀하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관심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이해관계자 소통  □ 조직 거버넌스  □ 인권 □ 노동관행 □ 환경 □ 공정운영관행 □ 소비자 이슈 □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5. 다음 중 본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KORAIL SUSTAINABILITY OVERVIEW □ 약속 1.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 약속 2. 국민이 행복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약속 3.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갑니다.  □ 약속 4. 파트너와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 약속 5. 지역사회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 

□ 약속 6.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 약속 7.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켜갑니다.

6. 본 보고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KORAIL SUSTAINABILITY OVERVIEW □ 약속 1.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 약속 2. 국민이 행복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약속 3.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갑니다.  □ 약속 4. 파트너와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 약속 5. 지역사회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 

□ 약속 6.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 약속 7.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켜갑니다.

7. 본 보고서는 귀하가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 도움됨 □ 도움됨 □ 보통 □ 도움안됨 □ 전혀 도움안됨

8. 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정보의 이해도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정보의 정확성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정보의 양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디자인 구성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9.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설문지

보내실 곳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브랜드경영처

 Tel  042-615-3162        Hompage  http://www.korail.com        E-mail  sustainability@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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