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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	및	ISO	

260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기준(Core)을	준수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요	이슈

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요	이슈에	대한	경영방식	공시(DMA)

를	포함하였고	SDGs	이슈와	연계된	코레일의	성과를	공개

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

부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3자	검증기관은	본	보

고서가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기준(Core)을	준수하였음을	확

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부록에	수록된	제3자	검증의견서(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코레일	본사와	지역

본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며,	코레일	계열사	

일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7

년	상반기	활동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여	최근	이슈	역시	포함되었습

니다.	GRI	G4에서	제시하는	보고경계(Boundary)	식별	방법에	의거하

여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들이	코레일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내용

을	함께	수록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기준연도,	소유와	관련된	전년	대비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

판으로	발간되며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2017년	

아홉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레일의	미

션인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국민철도	코레일’

을	중심으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이행	성과를	경제,	사회,	환

경	측면에서	공개하고	‘국민행복	코레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수

록하고	있습니다.

About this report

홈페이지

www.korail.com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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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포인트(Reading point)

중대성평가	및	주요이슈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를	벤치

마킹,	미디어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GRI	측면에	기반하여		

추출하고	핵심이슈를	구조화하여	최종	보고	이슈를	선정합니다.	

2015년	코레일의	주요이슈는	고객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라벨링,	고객개인정보보호,	고용	및	노사관계	

등이었으며	이는	2016년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개선	및	

보완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성과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자료가	‘경제성과’란에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고용과	채용,	여성인력	강화,	고객	만족도와	

협력사회,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회성과’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으며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는	에너지,	온실

가스	등의	환경	부문	역시	‘환경성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성과는	주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Appendix	

(부록)와	함께	수록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보고서	구성	방법에	따라	첫	

부분	혹은	중간	부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DGs	이행	성과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	비전	및	실행과제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SDG의	이행	성과와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	17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곤퇴치,	임직원	복지,	평등,	

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업 (Check up)

UNGC(UN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전략을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는	협회입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공식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kr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미국의	환경	NGO	세리즈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중심이	돼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입안하

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GRI보고서는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고

려한	성과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레일의	보고서는	GRI	G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고객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서	읽어낼	수	없는	장기적	수익성과	

성장성	등의	지속가능성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됩니다.

Re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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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재영

2008년을 시작으로 2017년 9번째 지속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그간 코레일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고 구조조정에 따른 변화에 이해관계자와  

함께 대응해 왔으며 여러분들의 조언과 의견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는 74일

간의 최장기 파업으로 국민과 직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드렸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경영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흑자와 역대 최고 수준의 철도 안전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레일 생각 톡톡!’을 

통해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문화도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산업현황과 경쟁체제구도의 변화에 따라 발맞춰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레일의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바꾸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및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겠 

습니다. 과학적 혁신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키우고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효율

적인 업무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혁신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로 118

년간의 전통을 유지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적인 발전 방향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교통기업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와 2층 KTX, 장대화물 열차 등 다양한 형태의 열차 

모델을 개발하여 철도만이 갖고 있는 대량수송 철도교통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거점 중심의 연계교통

망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 중심 생활권과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철도문화를 창출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경쟁력 확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코레일의 핵심 사명인 철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실현하여 서비스를 통한 고객감동으로 존중과 사랑을 전달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 도입과 모바일 어플 개선, 열차 정시율 제고 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방법을  

고안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더 나은 코레일의 철도 서비스를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국민여러분과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만 6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CEO Message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글로벌 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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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2016년 코레일은 서울 용산에서 강원 춘천까지 운행하는 준고속열차 ITX청춘열차의 

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 

시켜 주중에는 통근열차, 주말에는 관광열차의 역할을 수행하며 1일 평균 1만 7,000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이섬 입장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춘천시 

1,000만명 관광객 시대로 도래하였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여행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ITX청춘 춘천시 

균형발전 기반 유지

2016년 코레일은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활동에 앞장서며 민간부문 일자리 30,766명을 창출하였습니다. 청년셰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청년창업 실현을 지원하였으며 대학-기업간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하여  

직무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형평적 열린고용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인재 336명, 고졸자 50명, 인턴 694명을 채용하여 정부권장 목표를 준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민간부문일자리 30,776명을 창출하며 2015년 29,037명 대비 6%를 

증가시키며 국가경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30,776명 창출

2016년 코레일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On·Off Line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내부 소통체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코레일 광장 Q&A 온라인 시스템과 

SNS 노무지도사의 카카오톡 ID 활용으로 실시간 1:1 답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사

공동위원회, 신고센터 운영 및 워크숍, 월 2회 현장소통책임제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직원 고충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며 총 120

천명과 소통에 성공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On·Off Line

 소통채널 활성화

2016년 7월 이후 코레일은 월례조회를 대체한 ‘코레일의 생각 톡! 톡!’을 실시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내아이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월례조회에서 탈피하여 업무혁신 우수사례와 사업·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직원의 투표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아이디어 발굴 무대로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총 141개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고 32개가 채택되었으며 15개가  

현장에 적용되어 81.5억원의 경제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며 사업운영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코레일의 

생각 톡! 톡!을 통한 

성과 창출

2016년 코레일은 성과중심의 보수제도 및 전 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파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로 KTX 100%와 전동차 89%  

운행을 지속했고 99.87%의 정시율을 달성하였으며 파업철회 후 노동조합과의 단기간 

집중교섭으로 평화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금교섭 체결 및 

철도파업 철회

2016년 코레일은 유럽철도연합(*ERA) 기준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 증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선제적·과학적 예방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ERA기준 철도사고율이 2014년 0.053에서 2016년 0.046으로 감소하였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율 역시 2015년 0.250%에서 0.20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안전정보 관리망을 구축하며 유럽철도연합(ERA)의 1위국가인 영국의 안전 

운행서비스 수준을 뛰어 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사고 안전성을 이루어 냈습니다.

*  ERA 기준: 충돌·탈선·화재·건널목사고 중 중상 1인 이상, 15만유로(약 2억원), 열차 운행중단 6시간 

이상 사고

역대 최고 철도안전성 달성

2016년 코레일은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시설 사이버침해 ZERO를 유지 

하였습니다. 2월 18일 사이버 공격 징후가 탐지되었지만 즉시 취약점을 보완하여 조치 

완료 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요부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 사이버공격과 악성코드 유입을 제한하였고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설비를 고도화 하였으며 철도 회원들에 대한 정보 안전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며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시설 사이버침해 

ZERO 유지

2016년 코레일은 3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KTX 수요 감소를 예측하여 

서울역과 용산역에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광명-사당역 셔틀버스 이용 

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의 결제방식 도입과 탄력적 열차운행, 환승

동선 개선, KTX 마일리지제도 도입 및 코레일톡+ UI(User Interface) 및 기능 개선으로 고객

의 수요를 증대하여 2016년 1,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경제성과 창출에 기여

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경영 강화

2016년 코레일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21%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철도네트

워크를 활용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테마역 조성·특화상품 개발·지역 맛집 확대 및 

특산품 매장 개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9개 중소여행사가 1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기차모형 신상품으로 53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2015년 555억원에서 2016년 67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조성한 테마역사인 분천역 산타마을이 한국인이라면 꼭 만나야 할 여행지 

‘2016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테마역 방문객이 전년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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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

코레일의 여객사업은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차운행 및 여객수송, 

철도관광 관련 인프라구축 및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열차를 성공적으로 개통하며 

시속 300km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개통 

초기 일평균 5만 4천명의 이용승객으로 출발하여 2017년 누적 이용승객  

5억 8천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와 역 부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로 5대 철도관광벨트(중부내륙벨트, 남도해양

벨트, 평화생명벨트, 강원청정벨트, 서해골드벨트)를 완성하였으며 레일

그린, 바다열차, 와인시네마, e-Train 특화열차 운행으로 상품 다각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코레일은 ‘국민행복 코레일’이라는 비전하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장서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송 및 수송 사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역세권, 역사 등의 사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국민, 미래, 환경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연혁코레일 소개

코레일은  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8년간 철도운영 전문성을 축적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반현황

기업명 한국철도공사(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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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2003.12.31.)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본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이사 유재형(사장대행)

조직
본사 7본부, 7실, 5단, 60처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24개 부속기관

총자산 18조 5,129억 원

매출액 5조 6,936억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216억 원 / -2,265억 원

*조직정보 : 2017년 06월 30일 기준 / 재무정보 2016년 12월 31일 기준(K-IFRS연결)

KORAIL story

1899
경인철도 첫 운행

1905
경부선 개통

1974
수도권전철 개통 (서울-수원, 구로-인천, 용산-성북)

1979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1980
국산 새마을호 운행

2005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7
KTX 이용고객 1억 명 돌파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 운행

2010
KTX-산천 운행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경전선 KTX 영업개시

2013
중부내륙순환열차 「O-train」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

남도해양열차 「S-train」

2015
서해금빛열차 「West Gold-train」

정선아리랑열차 「A-train」

호남고속철도 개통, KTX 이용고객 5억 명 돌파

2016
수인선(송도-인천) 광역전철 2단계 개통

경강선(판교-여주) 광역전철 개통

동해선(부전-일광) 광역전철 개통

2016년 주요실적

•여객영업거리(km) 고속: 594.5 일반: 3,103.4

•연간 열차운행거리(천km) 고속: 35,740 일반: 35,275

•1일 주중 열차운행횟수(회) 고속: 231 일반: 340

•1일 평균 수송량(만 명) 고속: 17.6 일반: 19.4

•1일 평균 매출(백만 원) 고속: 5,656 일반: 1,328

사업내용

고속열차(KTX)

일반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ITX-새마을)

관광사업

여객사업

• 열차운행을 통한 여객 운송사업(일평균 571회 운행)

• 철도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철도관광상품 개발·운영 

※  철도관광벨트, 레일그린, 바다열차, 와인시네마, e-Train 등

광역철도사업

•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 260개역 일평균 2,544회 운행

종합물류사업

• 컨테이너, 시멘트, 석탄, 철강, 유류 등 수송사업 

※ 총 수송량 32,576천톤/㎞

• 하역, 보관, 창고사업

자산개발사업

• 역사, 역세권, 철도연변부지 등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

해외사업

• 해외철도 컨설팅 및 운영유지보수(O&M), 중고 기관차 수출,  

국제철도 연수사업

시설유지보수사업

•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운영·관리(총 679개) 

※ 역 638개, 조차장 2개, 신호장 33개, 신호소 6개

• 철도차량, 선로, 전철전력, 신호 등 구조물 유지보수

 일반 및 관광  고속

매출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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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일평균 이용승객 (단위 : 만 명) KTX 매출액 (단위 : 억 원)

2014
평화열차 「DMZ-train」, 「ITX-새마을」 운행

2012
KTX 이용고개 3억 명 돌파

경춘선 준고속열차 「ITX-청춘」 운행

2011
전라선 KTX 영업개시

운송  

및 수송

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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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맛집 현황

부산역 부산오뎅, 양산국밥 깡통골목유부전골, 승기씨앗호떡

대전역 성심당, 가락국수, 봉이호떡, 구즉묵밥

서울역 서울연인

울산역 언양불고기

익산역 PNB풍년제과

동대구역 반월당고로케

전주역 PNB풍년제과

제천역 순우리초

신경주역 별채반

구미역 반월당고로케

자산개발사업

코레일은 역사 주변의 개발을 통해 문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창출의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대화·고급화, 문화화를 통해 철도 이용승객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트렌드가 투영되어 있는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연계한 자산개발과 

지역맛집 및 테마매장 형성, 주요역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 특산물, 회의실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으로 복합개발에 힘써왔고 그 결과 동대구역 유휴부지 환승센터 지원

시설 개발을 실시하여 16년 12월 지원시설을 완공하였고 ’17년 7월 

용산민자역사에 한국판 헐리우드 컬쳐 타운을 새롭게 조성 하였습니다.

물류사업

코레일은 국가물류비 절감과 지구환경을 배려한 철도화물 운송으로 

동북아의 물류를 선도함과 동시에 창고업, 하역업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도수송에 적합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계절별 수요에 따라 승무사업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레일의 철도화물 운송은 

물동량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국가 기간산업의 밑 

거름이 되는 원자재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송분담률을 15%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주의 투자와 화물 종류의 다양화·소형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컨테이너, 철강 등의 핵심 품목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도록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코레일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며 1일 평균 약 3백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를 고려하여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최소화된 동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속도향상과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시간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1974년 8월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의 

74.1km 개통 이후 현재까지 623.2km의 철도망을 확충하였고 개통 

초기 일평균 20만 명에서 316만 명으로 15.8배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운행 열차 횟수 역시 2,544회로 확대편성 되며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용승객의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철도망 인프라를 추가하며 이용 편의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경강선(판교~여주)와 동해선(부전~

일광)의 신규개통으로 28개 역이 신설되었고 14백만 명의 이용승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실적

•광역철도영업거리(km) 623.2

•1일 운행횟수(회) 2,544

•수송량(백만 명) 1,154

•매출액(억 원) 9,342

2016년 주요실적

•화물영업거리(km) 3,065

•연간 열차운행거리(백만km) 8,414

•1일 열차운행횟수(회) 200

•1일 평균 수송량(만 톤) 8.9

•1일 평균 매출(백만 원) 1,303

2016년 주요실적

•임대사업 546

•유통 651

•광고 234

•주차장 100

•역사개발 39

•부동산개발 6

•해외사업 27

•기타 306

사업내용

광역전철 운행노선(14개 노선, 261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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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사업내용

철도운송 보관창고업/하역업

사업내용

중소기업 명품마루용산컬쳐타운 광고·유통사업 

내륙운송(셔틀) KTX특송/택배제휴 사업

 화물수송  종합물류사업

매출액 (단위 : 억 원)

31
0 31
1

30
9

3,6
94

3,6
50

3,1
56

2014 2015 2016

 화물수송

수송량 (단위 : 천 톤)

2014 2015 2016

합계 
4,004

합계 
3,961

합계 
3,465

32
,55
537
,09
4

37
,37
9

주요 성과

3.9

3.6 3.6

2014 2015 2016

1,8
60

1,8
85

1,9
12

2014 2015 2016

매출액 (단위 : 억 원) 다원수익 비중 (단위: ％）

주요 성과

주요화물취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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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개발 매출액 세부사항 정의

코레일 유통에서 받는 구내영업료

유통수익

철도공사 자산임대

임대료

철도공사 역 부설 주차장 및  

유휴자산을 활용한 주차장 운영 수익

주차장 수익

철도공사 설치광고수익  

및 KTX 영상광고수익 등

광고수익

역세권 및 유휴부지 개발 수익

부동산개발 수익

민자·복합역사 운영 및 건설에 따른 

상업시설 소유 지분에 다한 사용료

역사 개발수익

교통카드 충전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수수료,  

직원수련원 이용료, 사내 벤처수익 등

기타수익

중고기관차 운영 및 유지보수 컨설팅, 

중고기관차 부품 수출, 국제철도 연수 등

해외사업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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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현황

코레일은 정부자본금으로 출자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송 및 수송(여객, 광명철도, 종합물류)사업과 

사업개발, 시설유지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경영

활동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운영되며 2016년 

기준 법정 자본금은 22조(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이며 납입 자본금은 

10조 1,089억 원입니다.

계열사 현황

코레일은 계열사 설립을 통한 내부경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경쟁도입을 통해 비교가 가능해지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며 경영개선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특화된 사업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코레일관광개발(주)과 코레일 

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5개  

계열사를 두고 그룹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수익기반을 강화

하며 자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CEO 사업내용 인원 (명) 자본금 (억 원) 매출액 (억 원)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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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네트웍스(주) 곽노상 역무관리 및 고객센터 위탁, 주차장 운영 1,286 72 814 89.5

코레일로지스(주) 김명열 철도연계 물류사업 82 77 507 92.1

코레일유통(주) 유제복 상업시설 운영, 광고매체 운영 377 60 2,705 100

코레일테크(주) 백종찬 선로 · 전기시설 관리, 철도차량보수 58 19 473 97.3

해외 주재 현황

코레일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선진철도의 정책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해외주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주재원에서는 

프랑스 국영철도 SNCF와의 기술교류, 교육컨설팅 및 KTX 부품의 효율

적인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주재원에서는 중국철도를 비롯한  

대륙철도 연선국과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화권의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 주요 업무

조직현황시설 유지·보수 사업

코레일은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선로 및 전기고장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낙석우려,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 동절기 레일절손 등 계절에 따른 재난 및 

환경요인을 반영한 시설물 관리체계를 추진하여 시설장애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첨단·과학화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뢰받는 철도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핵심기술 전문화와 설비개량으로 신호장애가 15.4% 

감소하였고 유지보수장비 검수불량에 따른 장비고장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코레일은 축적된 철도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레이

시아와의 EMU(전기동력분산식 열차) 기술협력 및 컨설팅(전동차 50개 

개보수)을 시작으로 해외 철도 O&M 사업, 기술 컨설팅 사업, 중고 

차량 활용사업,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탄자니아 중앙선

(다르에스살람~음완자 1,219km)의 감리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총 

141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였고,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설계 자문 

수행으로 8억원, 파키스탄의 수출 디젤기관차 10량에 대한 정비컨설팅  

수행으로 7.3억원 등 수익을 창출하며 세계적으로 코레일의 기술  

노하우를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 주요실적

•매출액 27억 원

컨설팅사업 : 12 

O&M사업 : 8

기타 : 7

2016년 주요실적

•재해상황 실시간 확인 및 신속대처로 안전확보

•무인비행체(드론) 활용으로 점검시간 67% 단축 및 점검자 안전확보

•원격감시진단시스템 확대설치로 장애발생 사전 조치(신호장애 13건→11건)

사업내용

탄자니아 중앙선 감리사업 수주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설계 자문

사업내용

재해우려개소 원격감시 도입 및 확대 무인비행체(드론) 점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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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주요 성과 중국

• 중국 및 동북아 철도

• 운영정보 조사 및 수집·분석

•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화권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마케팅 추진

프랑스 

• 철도 운영주체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철도정책, 서비스, 경영전략 등의  

정보조사 및 수집·분석

• 효율적인 외자 구매물품 조달 지원

• SNCF와 기술교류 및 훈련교섭 지원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2017. 6. 30 기준)

기술융합본부사업개발본부광역철도본부물류사업본부여객사업본부경영기획본부안전혁신본부

부사장

전략기획실

홍보문화실

지역본부(12개)

* 12개 지역본부

서울, 수도권서부, 수도권동부,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경남

사장

IT경영실IT운영센터

여객마케팅단

열차운영단

특별동차운영단

인재경영실

인재개발원

재무경영실

회계통합센터

기획조정실 물류사업단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과학기술연구원

차량기술혁신단

차량융합기술단

시설기술혁신단

시설장비사무소

고속철도시설사무소

전기기술혁신단

서울통신사무소

고속철도전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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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체계

코레일은 지속가능한 철도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코레일은 지속가능경영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홍보처를 핵심 주관 

부서로 구성하고 분야별 10개의 분과를 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경영가치 체계

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행복 증진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북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 중심의 신성장사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창조에 기여
미션

국민행복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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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우선 고객만족 변화도전

핵심가치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이자 가치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Global No.1 수준을 넘어  

무결점 안전관리 실현

모든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철도서비스를 창조

철도가족과 국민이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열정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실현

경영방침

전방위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영업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부채감축 및 경쟁력 있는 공기업 실현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과  

코레일형 창조경제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근본적인 조직혁신을 통한  

협력과 열정의 기업문화로  

대한민국을 선도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제일 경영 정착

전략방향 절대안전체계확립 최적운송체계구축 창조적고객가치구현 혁신적조직체질개선 미래성장동력확대

2020

경영목표 1.165
건/백만km

67,200
억 원

A
등급

174.3
%

7,138
억 원

안전운행서비스 영업수익 고객만족도 부채비율 다원사업매출액

①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 확립

② 첨단 기술력 확보

③ 과학적 유지 보수체계 구축

④ 수요중심열차 운행 최적화

⑤ 전략적 운송수익 확대

⑥ 사업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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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지속가능경영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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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동반성장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완수

인적·물적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등 고객을 위한  

각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철도기업으로 성장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녹색철도 위상강화

열린 고용문화,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차별없는 인사정책 실현과 고충처리 확대,  

직원건강관리 등을 통한 임직원 만족으로 공사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Trust 
신뢰

Ardor 
열정

Nature 
자연

Responsibility 
책임

Innovation 
혁신

환경자문위원회 환경경영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휴먼에러연구위원회 직원안전 건강증진 정신건강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절대안전 안전기술력 불안전제거

투명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공정거래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재능나눔 지역공헌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고객서비스 의견반영 소통채널

CEO

이사회

추진동력 부여

실행 및  

피드백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추진

비전 수립 및 지속성장 고려한 경영활동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방향설정
지속가능경영 실무 추진 실행 및 운영

절대안전 흑자경영 창조경영 조직혁신



18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6 19Let’s KORAIL INTRO

2014 2015 2016

1 고객 안전 및 보건활동 강화 고객 건강 및 안전(철도 안전운행) 고객안전보건

2 지역사회 공헌 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

3 임직원 보건 및 안전활동 강화 인재 확보의 중요성 강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강화

4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고객만족 활동 및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직장 안전 및 보건

5 중소기업 동반성장 임직원 복지·권리 요구 증대 (일과 삶의 균형) 비정규직 처우 개선

6 기술역량 강화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중요성 증대 경제가치 창출 및 배분

7 법규 준수 경쟁심화 간접경제효과(인프라 투자)

8 열린 조직문화 서비스·상품의 안전성 요구 증대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9 친환경 서비스 제공 부패방지 협력회사 동반성장

10 고객만족경영 확대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 신성장 동력 확보

11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용 노사관계 협력업체 노동관행 평가

12 경제적 성과 창출 지역사회 사회공헌 (교육 문화,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

13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임직원 교육 및 역량 개발 일체의 차별금지(인권침해행위 근절)

14 에너지 절감 고객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공정한 계약 및 조달

15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지역사회 부와 소득 창출 (고용/소득창출, 관광활성화 등) 반부패 투명경영 강화

2016년 중대성평가

 Significance to Stakeholders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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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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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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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to KORAIL

2016 코레일 중대이슈 대응 결과

코레일은 2016년 도출된 5개의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핵심가치인 안전우선,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중대성 평가 결과 코레일의 주요 고객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가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와 SR의 

출현으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가 돌입되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

만족 관련 이슈가 상위권에 도출되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중요하게 반영되었

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대성평가 및 이슈

이해관계자 핵심이슈 도출

코레일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이슈를 파악

하여 우선 대응해야 할 핵심이슈 영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공단의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단연 첫 번째로 국내외 철도산업 트렌드와 

관련 기업의 이슈를 검토하여 비교분석 하였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코레일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이슈풀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치 

구매고객, 가치영향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생산고객의 의견을 조화

롭게 반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비롯한 모니터링 채널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연속성 있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현하였고, 제3자 검증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국내 및 해외 철도산업 종사 기업(ERA회원사)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파악

미디어 자료 분석

코레일의 언론 노출에 따른 대외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도된 자료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파악하고 관련이슈 도출

Trend & Impact 분석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코레일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슈와, 외부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도출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도출

ISO26000 이행수준 진단

ISO26000을 기준으로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한 이슈를 중점적

으로 관련이슈를 도출하여 보완

STEP 1 지속가능성 이슈 파악

관련성(Relevance)평가

내·외부 환경분석과 수준진단,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이슈들 중 관련성을 

평가하여 관련이슈 도출

중대성(Significance) 평가

코레일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이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중대 이슈 선정

STEP 2 중대성 이슈 선정

유효성 검증 및 제3자 검증

내부 TFT 및 경영진 보고를 통해 코레일에 중요한 이슈인지 확인하고 외부기관을 통

해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또한 범위, 경계, 기간 등을 포함한 보고 수준을 결정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STEP 3 완전성 검증

고객 건강 및 안전(철도 안전운행) 유럽철도연합(ERA) 기준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성 달성 (철도사고율기준)

다양하고 강화된 고객의 요구 증대 고객 니즈 반영한 여객화장실 환경 개선, 동선 맞춤형 역무자동화설비 배치

인재 확보의 중요성 강화 직무 분야별 전문성 보유한 우수인재 4개분야 12명 선발

고객만족 활동 및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마일리지제도 개선, 회원서비스 확대 및 코레일톡 서비스 개선

임직원 복지·권리 요구 증대 (일과 삶의 균형) 비금전적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적합직무 부여로 부가가치 창출

2015 중대이슈 2016 대응결과

15

10
9

12 7

1

2
3

45

6

8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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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상임감사위원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사회 운영 활성화

코레일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경영

활동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부지, 철도 관광인프라, 관제·

차량·물류시설 등 현장시찰을 통해 사업 리스크 사전해소 및 전략적 

자문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회기의 주요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검토 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모든 이사가 동등한 의사 발언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시 다수 의견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매해 12회, 2016년에는 18회 개최

하여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 

코레일 이사회는 공사의 경영과 정부정책,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며 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석과 의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체계

코레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공사와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경영현안에 대한 경영감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CEO를 포함한 상임이사는 

철도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7명의 철도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교통계와 법조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내 여성비율을 2014년과 2015년 13.3%, 

2016년 7.14%로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핵심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 및 해결을 위해 이사회 내부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프로세스

코레일은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명)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임원

추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 

이사회구성 사전심의제 운영 실적

심의제도 개최 (회) 안건 (건) 수정이상비율(%)

경영전략위원회 17 32 37.5

투자심의위원회 8 16 50.0

경영전략실무위원회 10 22 54.6

비상임이사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코레일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경영현안 이해도 

제고 및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현안보고회, 간담회, 방문설명 등을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부 임직

원을 대상으로 전문특강을 시행하는 등 비상임이사와 직원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전문분야별 경영자문관 제도 및 소속별 

전담이사 지정 운영으로 비상임이사 전문분야에 특화된 정책결정과 

맞춤형 경영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철도산업에 특화된 전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차량구입을 위한 종합적 타당성 검증, 전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주요 경영현안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관련 전문 정책포럼 및 국제세미나 참여, 전·현직 비상임이사 

간담회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 및 수렴, 적극적인 대외활동

으로 향후 유라시아 대륙 철도 진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4 2015 2016

비상임이사 경영자문 (회) 22 23 21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건) 22 22 20

경영제언 반영건수 (건) 22 22 20

경영, 언론,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위원풀로 확보

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인재를 추천받아 여성 비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 추천은 100% 공개모집, 이해관계자 추천후보 배제,  

회의록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운영목표

경영참여 기회 확대 전략적 정책결정 기능 강화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확대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확보전략방향

• 비상임이사발언비중확대

• 경영제언·자문 활성화

• 수정의결비율 향상

• 현장 소통경영 강화

• 사전심의제 내실화

• 안건 사전설명 강화

• 전문소위원회 개최 확대

• 경영자문관 제도 운영

• 경영제언·자문 정책반영

• 임추위 구성 적정성 확보

• 임추위 운영 투명성 확보

• 여성 참여비율 확대
실행과제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침해사고 예방·대응 강화성과지표

이사회 (의사결정, 경영감독,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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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비상임이사 4인  

(손봉균, 주영은, 이영근, 안진홍), 상임이사

•구성 | 비상임이사 4인

(조석홍, 김영자, 황영일, 김무환), 상임이사

•구성 | 비상임이사 2인

(주영은, 안진홍), 상임감사위원

기획재정 소위원회

(경영목표,조직,예산 등 정책 수립 관련사항)

사업 소위원회

(신규사업, 영업·수송정책, 안전 등 사업 운영관련사항)

감사위원회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 사장

유재영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박종준 상임감사위원

나민찬 안전혁신본부장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

정인수 기술융합본부장

- 공석

조석홍 現울산대 교수 (선임비상임이사)

손봉균 前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김영자 前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주영은 前연세대학교 정경대학장

이영근 前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진홍 現대성회계법인 회계사

황영일 現법률사무소 연우 대표변호사

김무환 前충청남도 부여군수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제청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구분 2014 2015 2016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수정의결안건(건,%) 2(5.0) 8(24.2) 3(9.1)

이사회 참석률(%) 94.1 93.3 93.7

비상임이사 참석률(%) 93.5 94.8 95.8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69.0 70.1 69.55

12 12

18

2014 2015 2016

40

33 33

2014 2015 2016

16 16

15

2014 2015 2016

개최횟수 (단위 : 회) 의결안 (단위 : 건) 보고안 (단위 : 건)

이사회 운영

이사회 주요 안건구분 결과 및 성과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300) 구입(안)

유지보수장비 구입 계획(안)

동해선(일광-태화강) 전동차 구입(안)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호소문(안) 채택

준고속차량(EMU-250) 구입(안)

조건부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안건

(2017.8.15.기준)

상임이사  

7명

비상임 
이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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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인권경영

리스크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02 Let’s KORAI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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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코레일은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천 방안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해 교육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에는 윤리교육을 통해 청렴 전문가 48명을 배출하였으며 간부 청렴

교육을 통해 전 간부 50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In-Joy’ 청렴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콘서트와 콘텐츠 공모,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청렴 윤리 의식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윤리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16.8~16.10), 

교육책자 배부(1만5천부, ’16.11월)

청렴전문가 양성 소속별 청렴 내부전문가(48명) 활용 소속 윤리예방 활동

간부 청렴교육
권익위, ‘In-Joy’ 청렴과정 전 간부 수료 

(’15~’16년 총 5회 507명)

프로

그램

청렴콘서트 공연
연기 재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뮤지컬·역할극  

형식의 흥미롭고 관심을 유발하는 청렴교육 실시(4회) 

콘텐츠공모·웹툰
권익위, 청렴콘텐츠 공모 9명 입상, 청탁금지법 등  

웹툰 제작 및 배포(월2회)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청렴의지·정책홍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 

(전국 8개 주요역, 연 400명)

내·외부 신고제도를 통한 청렴문화 강화

코레일은 투명한 윤리경영 확립과 청렴문화 강화를 위하여 내·외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견제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감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IT, 회계에 인적역량을 투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전문성 지수가 전년대비 1.05% 향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 익명성 신고시스템인 ‘바르미 신고방’ 운영과 부당

회유 및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 활용으로 내·외부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 근절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부당강요 급감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성과

코레일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 조직진단 및 추진방향 도출, 교육 및 프로그램,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개선활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하였

습니다. 2016년 파업과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대외 이미지 악화 등의 

영향으로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하였습니다. 2017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대책을 계획에 반영 

하여 국민기업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활동 및 성과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코레일은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2005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을 기반으로 윤리

강령(총7장, 27조항)을 제정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기본윤리

우리는 자랑스러운 철도공사의 사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협약을 반드시 준수한다.

인권 및 기본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

우리는 조직과 개인의 가치 및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절대적 신뢰를 확보한다.

투명한 인재선발 및 공정한 업무환경 조성

우리는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동료와 화합하는 조직문화에 앞장선다.

환경보전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철도운영으로 후손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적극 보호한다.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실현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건전한 거래에 의해 이익을 실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안전성과 국민편의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절대 안전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선다.

사회공헌도 제고

우리는 전국적인 철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경영 과제 설정

코레일의 윤리경영은 전담조직인 기획조정실과 홍보문화실, 감사실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2005년 KORAIL 윤리헌장과 강령을 제정

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리경영의 

고도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다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매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개선사항 및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조직진단을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폐쇄적 업무처리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2016년 개선방안으로 예방적 

윤리활동 강화와 부패유발요인 선제적 근절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추진 체계

코레일은 경영진과 전직원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KORAIL’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감과 참여의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KORAIL WAY 창조’를 전략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성과관리와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형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의 체내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청렴도

2014 2015 2016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2등급

2014 2015 2016

2등급

종합 
4등급

종합 
3등급 종합 

4등급
4등급4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외부  내부

국민행복 KORAIL비전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KORAIL WAY 창조전략목표

전 직원 청렴교육 

대·내외 청렴캠페인 등

윤리규범 개정 및 강화 

부패취약 제도개선 및 예방

소속별 윤리 청렴 평가

대내외 청렴도 평가 환류

주요전략

반부패 의식 확산 윤리경영 시스템 정비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추진체계

규범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전담조직

기획조정실 (조직혁신처)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감사실 (청렴조사처)

윤리경영 추진체계 정립 / 윤리규범 제·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지속가능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종합 추진

평가환류
내부 자체외부청렴도 관리자청렴도 반부패청렴노력평가

외부 종합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 KoBEX-SM 지수

윤리경영 전담 추진부서

사장

기획조정실(조직혁신처)

본사 관리·사업부서

(윤리경영 총괄)

감사실(청렴조사처)

투명경영위원회

반부패·청렴 총괄

조직진단 (2015년)

추진방향 (2016년)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관계 업무처리

•부패관련자가 간부이며 부패금액이 큼

•폐쇄적 업무처리절차, 직원 불친절

•취약분야 진단 및 해소를 위한 개선 활동

•간부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윤리 활동 강화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선제적 근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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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유형별 전담부서

코레일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 재무위험, 재난위험, 

고객의 니즈에 따른 시설운영, 커뮤니케이션, 보안에 이르기까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영위기와 재난위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는 투자

위험, 재무위험, 정보보안, 커뮤니케이션 위험으로, 재난위기는 자연

재난, 인적재난, 철도테러 위험으로 분류하고 본사 전담부서를 지정 

하여 효율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비상대책기구

코레일은 철도운영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투자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였

으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기를 대비한 비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에는 금융위험에 따른 대응과 자금운영의 수익성 및 안전성 향상을 

주요 경영안건으로 채택하여 위험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부채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심의 합리적 예산편성과 안정적 자금조달 및 상환 

으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코레일은 공정한 인사제도와 인재양성의 양립을 위해 성별,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차별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신체적 결함이나 인종, 문화 

등의 이유로 채용 및 보수, 복지후생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력에 따른 채용유형과 관계없이 신규채용부터 

고졸 입사자, 대졸 입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정규

직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유사직무 정규직과 동일 기준의 보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였 

습니다.

여성 관리자 확대

코레일은 양성평등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여성관리자 양성에 힘써 

조직 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팀장 이상 직급의 

여성 직원은 340명으로 2015년 대비 0.55% 증가하였으며, 여성 직원 

수 역시 2016 년 2,815명으로 2015년 대비 0.44% 증가하였습니다. 

철도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른 여성 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경영

임직원 권익 보호

코레일은 2007년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노동기준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UN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ISO26000 

7대 원칙과 관련한 법령 및 정부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UN 인권이사회를 통해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방한 경영진 면담에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실제적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임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사관리 전반

에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신입사원교육, 자체점검, 본사교육 및 사내방송 중계를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노사문화

코레일은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 바탕의 노사문화를 형성 

하였습니다. 2017년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직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 도입 동의절차에 의한 노조와의 갈등에서도 의견청취 후 의결

하였으며 파업에 따른 갈등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에게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부를  

적시에 제공하며 상생하고 존중하는 노사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2017.03 기준)

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노동조합본부 코레일 노동조합 철도고속운전노동조합

조합원수 17,391 1,803 11 4

설립일 1945.11.01 2004.01.19 2012.12.31 2014.4.14

상급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 -

코레일 인권지침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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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행조정 / 사고조사담당 대외담당 / 언론담당 / 법률담당 / 지원담당
여객수송담당 / 광역수송담당 / 물류수송담당

피해보상담당 / 고객대응담당
차량담당 / 시설담당 / 전기담당

위험구분 관리대상 제도·규정 관리시스템

재무위험

시장 리스크
금융위험관리규정 / 위기대응매뉴얼

내부회계관리규정
영업정보시스템(BS)

전사자원관리시스템(KOVIS)

금융위험관리시스템(FRMS)

내부회계시스템(ICAN)

유동성 리스크

투자 리스크
금융위험관리위원회 /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영업위험 영업 리스크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비상대응매뉴얼 안전경영시스템

UN 인권이사회  

경영진 면담

인권침해 전문가  

전사 교육

기업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점검을 인권과 다국적  

기업 실무그룹 면담 참여

성매매 및 가정 폭력과  

관련된 인권침해 전사  

교육 및 소속별 자체점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및 유출예방 활동

보안시스템 강화

지침 내용

 

취업 규칙 

제5조(균등대우) 

제51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52조(배치 및 승진)

단체 협약

제6조(균등대우) 

제23조(직원의채용) 

제46조(개인저보의 수집 및 보호) 

제47조(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제80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136조(비정규직의 보호)

인사 규정 제10조(채용의 원칙)

경영위기

투자위험

기획조정실

(경영기획처)

재무위험

재무관리실

(재무처)

정보보안

IT경영실

(IT개발3팀)

재난위기

자연재난

시설기술혁신단

(토목구조물처)

인적재난

안전혁신본부

(시스템안전처)

철도테러

안전혁신본부

(비상계획처)

커뮤니케이션  

위험

홍보실

(언론홍보처)

사장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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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이해관계자 소통 성과

코레일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책임경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이해관계자인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 위해 

진행된 코레일 생각 톡!톡!을 통해 총 141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신사업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통합 커뮤니케이션

코레일은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과 협업을 이끌며 최고의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슈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류체계를 가치흐름에 따라 가치생산 고객, 가치영향 고객, 가치전달 

고객, 가치구매 고객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의 조화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정의

이해관계자

주요소통채널

전담부서

코레일이 생산한  

철도서비스의 가치를  

최종 소비하는 고객

고객(철도이용객)

해외철도기관 등

국민

코레일톡,홈페이지

VOC

국제철도회의 등

CS기획처

여객운송전략처

국제협력처 등

가치구매고객 이해관계자

코레일의 가치창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객

정책기관(정부,국회)

여론주체(국민,언론)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팸투어

현안설명회 등

경영기획처

예산처

언론홍보처 등

가치영향고객 주요 이슈

생산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고객

위탁업체 / 협력업체

동반성장센터

공사계약시스템

간담회·설명회 등

계약협력처

물자관리처

역세권개발처 등

가치전달고객

가치생산고객 / 가치영향고객 직원 / 노동조합 / 정부 경영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

심층 토론회 개최, CEO 경영방침 공유 /  

코레일 생각 톡!톡! 실시 및 성과확산 / 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의

정책 추진 단계별 정부 협조 유지

가치영향고객 지자체, 사업자

자산매각

합리적 매각을 위한 계획 변경 사전 협의 및 인허가 추진

가치생산고객 노동조합 노사협의를 통한 사업소 신축 이전 및 매각

가치영향기관 채권평가기관

금융부채 감축

신용도 향상 및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사항 홍보

가치구매고객 국민 알리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한 부채관리 상시 공개

성과

공사 내부에서  

외부고객을 위한  

가치생산 활동에 하는 고객

임직원

철도노동조합 등

내부직원

노사공동위원회

주니어보드

설명회·사내교육

간부 현장경영활동

문화홍보처

노사협력처

조직혁신처  등

가치생산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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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터뷰

기간: 2017년 8월 중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이자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가장 큰 책임은 국민편의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혁신과 운영 

노하우 개발로 모든 철도 이용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 

곳곳의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사 내부의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거대공기업의 강점을 살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한한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동해 철도산업의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에서는 최근 임금피크제와 고용안전성,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 신규입사자와 고액연봉 집단과의 형평성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회복 도모, 능력에 따른 직렬 간 자유로운 이동과 정부 

정책을 통한 급여차이 극복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강점인 친환경 교통수단을 극대화하여 

선로개량 등을 통해 종전보다 더욱 환경친화적인 성격을 강화

하여 경쟁력 향상으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성장

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비스 대상이 특정 이용객이 아닌 모든 국민

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대중교통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역사 혹은 역내의 쾌적한 

환경은 해외 우수 철도산업 기업보다 단연 우수하며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맞춤형 서비스, 어플 등이 잘 되어 있지만  

국민을 위한 대중적 시스템은 조금 더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 및 관리한다면, 온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고객만족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및 R&D를 

확대해 왔으며 제품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용량 화물열차 운행 기술 개발과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기술 개발, 교류철도용 통합보호시스템 기술개발, 

전기기관차용 댐퍼류 기술개발, 250km/h급 강체전차선로  

연구개발, 철도역사 안전관리 자동화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및 

R&D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철도 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공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인 절대안전, 흑자경영, 창조경영, 조직혁신을 

통해 장기적 조직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치영향고객 가치구매기관가치생산고객 가치전달고객

한국철도공사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편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확보

“

”

한국철도공사의 경쟁력 향상으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성장

“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 및 관리

“

”

한국철도공사는 제품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 강화를 위해 노력

“

”

황은영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단원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방형석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손강호  
인터콘시스템즈(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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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안전 

고객중심 운영·서비스

경제가치 창출

03 CReATe  
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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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implementation  
status

안전성 확보

안전혁신본부 

코레일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11년 

신설된 안전실을 2013년 안전본부로 승격시켰으며 2016년 6월 안전

혁신본부로 격상시켜 사장 직속 운영 체계로 안전조직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89명으로 구성된 안전혁신본부는 역과 사업소의  

안전을 점검하며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철도안전 

전문가와 과학적 안전관리 인력을 강화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전담조직체계 개편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작년 대비 산업재해 사고자가 18.8% 감소하였으며 국가 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최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콜 구축 및 운영

코레일은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컨퍼런스 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장과 관제사간 1:1 통화로 신속한 기술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하고자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술지원반 전체의 동시

상황 인지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위험 상황에 대한 적의조치로 2차사고 및 장애를 예방하며 총 665건의 

이례사항에 대응조치 하였습니다.

위험요인 사전통제

코레일은 데이터 기반의 위험관리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예방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 노선에 대하여 개통 

초기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전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대응하였으며 장기사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환주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적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CCTV 분석을 

통한 불안전 행위를 감소시켜 일평균 2.8건의 사고를 0.5건으로 감소

시켰습니다.

고객중심 안전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6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2015 2016 증감

안전운행 서비스 (건/백만km) 1.757 1.567 10.8%감소

휴먼에러 (건/백만km) 0.611 0.540 11.6%감소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근로자수) 0.250 0.205 18.0%감소

안전투자 (억원) 5,830 6,941 1,111억원 증액

과학적 

안전관리

선제적 

예방관리

+IT기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컨퍼런스 콜 등 분야별  

안전정보 전수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 

기준을 철도시스템에 접목· 

고도화

미래지향적 안전정책  

수립으로 선제적 예방관리

안전 혁신과제 발굴· 

추진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별 예방적  

안전정책 개발·조정

business &  
social Context

Progress

future Plan

Performance

고객중심 안전

코레일은 조직가치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돌발적인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철도운영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

하여 철도의 핵심가치인 안전운행을 제고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경영  

관리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국민안전 중심 인력배분

•안전분석팀 신설을 통한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

•2020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역대 최고 안전성 유지

•세계최고 수준의 안전성 지속 확보

•정보보안 강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수상

•안전문화컨텐츠(UCC) 안전대상 수상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문화 향상 기여

•주요 사업장 공간인증 확대 (17년 ~ )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유럽철도연합(ERA) 기준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성 달성

•휴먼에러 3년 연속 지속감소

안전정책 조정실

안전전략팀  
(정책수립조정)

안전분석팀 
(과학적 분석)

안전혁신

본부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코레일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과학적 안전관리와 선제적 예방관리를 

시행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을 코레일 철도시스템에 

접목하고, IT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분석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21,130건의 위험요인을 분석 및 관리 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재적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위기대응체계의 고도화와 골든

타임 대응능력 확보로 안전운행서비스 10.8%감소, 휴먼에러 11.6%

감소 등 역대 최고 안전성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존

보고 전달 지원

현장 관제사 차량, 운전, 여객 현장 조치

개선

현장분야별

차량

시설

전기

상황실

관제 차량

운전 시설

여객 전기

Conference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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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안전관리에서 IT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안전시스템 구축 

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인력중심의 수동적 유지보수를 

통해 진행되었던 현장대응에서 과학 기술을 접목한 첨단 유지보수로 

개선하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코레일은 117년 철도운영 노하우와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재난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체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총체적 위기관리에 대응하고자 대비 매뉴얼을 체득화  

하고 총체적 위기관리를 위해 상시 운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과 국민안전처 간 Hot-Line을 운영하여 본사와 국민안전처의 

직접적 사고보고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생안전확보를 위한 예방대책 추진

코레일은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공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생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주공사 대상의 간담회를 1,304회 개최하며 유해 및 위험정보 762

건을 제공하였고 157회의 컨설팅과 693회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로작업자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안식별 조끼를 지급하고 열차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급사업자 안전역량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

코레일은 각종 안전·보안사고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예방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지진 및 폭우 등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별 훈련 및 대응 절차를 명확화 하였고 

국가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을지훈련에서 벗어나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특화된 을지훈련을 시행하며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내실 있는 재난안전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공공기관 재난

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을지훈련 및 비상대응태세  

확립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직원 안전의식 강화

코레일은 전직원의 안전의식 강화가 범국민적 안전을 위한 활동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월1회 전사 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생활 속 안전문화 체화를 위한 의식  

개혁을 위해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도청과의 Hot-Line을 설치하여 현장에서는 사고 상황과 승객구조를 

위한 연계 수송방안을 강구하고 물품지원을 통한 효율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코레일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철도를 구현하고 철도안전과 생명

중시 등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2020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전략을 검토하고 해외 선진철도의 안전문화 비교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 

안전우선 설비개선

코레일은 국내 최고 철도사업자로써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양질의 

설비투자를 실행해 왔습니다.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에 대처

하기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을 도입하여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레일절손에 따른 선로고장 

장애를 줄이기 위해 레일절손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배전반 절연격벽, 

절연배전반, 통전표시기, 안전경보장치 등의 전기설비를 교체하며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관리시스템을 319개소로 확대하여 

사고에 대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낙석 및 고가

교량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무인비행체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해상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과 신속대처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해자 수/근로자 수

안심일터 구현율 (단위 : %)

0.273%

0.250%

2014 2015 2016

0.205%

구분 기존(~2015년) 개선(2016년~2020년) 추진효과

전략변화

•관행적·사후적 안전관리

•사례중심의 선별적·수동적 관리

•인력중심의 수동적 유지보수

•데이터 기반 선제적 안전시스템 구축

•시스템적·과학적 데이터 전수 관리

•과학 기술을 접목한 첨단 유지보수

•안전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스마트한 안전관리 과제 발굴 등 안전혁신 기반 마련

예산투입 •철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까지 총 5조 8,242억원 투자

배전반 절연격벽(264면) 절연배전반(12면)

통전표시기(6,151개) 안전경보장치(124대)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현황 

선로전환기

211개소

무선설비

79개소

영상감시설비

29개소

안전 경쟁력 선점

철도안전 패러다임 전환

코레일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과학적 안전관리를 

실행하고 안전혁신과제를 발굴하고자 철도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였 

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지향적 안전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 제1회 철도안전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운전·차량·시설·전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적 안전관리 방안과 열차사고  

근절대책에 대한 혁신적 철도안전체계의 패러다임 방안을 강화하였

습니다. 더불어 안전정책조정실을 신설하며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의 기틀을 마련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SRT 완벽 개통 지원

코레일은 SRT 개통에 따른 국가철도망 확충과 철도시설물 증가, 유지

보수기술 복잡화에 자체 안전관리 노하우를 도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주)SR의 신형 고속차량 도입과 유지보수의 이원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차량 정비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관제운영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SRT 개통 초기의 

사고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안전·관제·유지보수 

분야에 통제기준 및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통 

후 월 1.67건이라는 낮은 사고율을 선보이며 안정적인 운행에 기여 

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위험관리

코레일은 첨단 IT기술을 철도운행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위험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긴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전사자원관리 시스템인 KOVIS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를 통해 동일고장률을 감소

시켰으며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고속선 CCTV 분석을 통해 불안전 행위를 감소

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고 및 장애율을 역대 최저로 달성 

하였으며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체화

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 구성

코레일은 임직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역본부, 현업에 체계적인 안전전담 조직을 

개설하여 총괄기능 부서와 전담부서 및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최근 

11년간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작업자의  

안전설비 확충을 통한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여 감전예방, 추락방지 

등의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안전업무의 실행으로 2015년 산업재해 사고자가 69명에서 2016년 

5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국가재해율 0.500% 대비 산업재해율 최저 

치인 0.205%를 달성하였습니다. 

육안식별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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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보안 강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코레일은 공공기관 최고의 정보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강화

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으며 

보안운영 업무를 본사의 조직으로 흡수시켜 정보보안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보안관제  

경력직을 채용하며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코레일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정책수립과 위험관리, 보호대책 등 총 18개 분야 104개 

항목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를 인증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안전성 달성

코레일은 설비 노후화와 인적오류 등에 대한 불안전요인에 대응하여 

최우선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및 감독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안전정책 개발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고 IT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분석체계를 

운영하며 안전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운행서비스 부분이 10.8% 향상하였고 휴먼에러가 11.6% 

감소하며 안심일터 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안전 

관리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통한 성과였으며 선제적 안전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인증 범위 철도 승차권 예약 및 발매 서비스

인증 기간
2016.12 ~ 2019.12

매년 인증 사후심사 진행

인증 항목

•총 18개 분야 104개 인증항목

  (관리과정) 5개 분야 12개 인증항목 

:정책수립, 위험관리, 보호대책 등

  (보호대책) 13개 분야 92개 인증항목 

:외부자 보안, 자산분류, 암호통제 등

인증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중심 운영·서비스

코레일은 고객중심 운영·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창출하고자 편리한 철도서비스 이용 방안과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국민과 마주하는 코레일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물류사업 인트라를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 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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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최고의 정보보안 수준 달성목표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침해사고 예방·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전략과제

•정보보안 조직 기능 강화

•정보보안 예산 확대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 신종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설비 도입

•자체 보안관제 강화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주요 기반시설 위험요인 발굴

•내부정보 유출방지 노력

• 개인정보관리체계 (PIMS)  

인증 유지

•관리수준 진단 평가 향상

•계열사 컨설팅 시행

추진과제

•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 수상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교육부장관 표창

•전국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

•세종대왕과 한글 마케팅 주제로 한글 우수성 홍보

•지속적인 고객 관리로 고객 만족도 우수등급 달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후역사 개량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제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CRM처 신설

•여객서비스 역량 집중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

진 및 혁신 촉진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ICT 기반 서비스 확대
물류고객과의  

소통 강화

고객 니즈 지속 반영

개인정보 관리역량 확보

코레일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고 아이핀과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적용하며  

개인정보 175만건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

인지 확인한 후 미사용 시스템 3개를 폐기하여 8개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Clean의 날을 시행하여 불필요하게 저장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물’을  

배포하여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95.79점을 받으며  

공기업군 중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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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를 도입하여 스마트한 승차권 구매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PS 활용으로 고객 도착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예매

한 열차시각보다 역에 일찍 도착한 경우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자동  

추천 푸쉬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 예매절차, QR코드를 통한  

개인별 상품 구매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매  

이용이 불편한 고객을 위해 전화 예매 서비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우대

예약’으로 고객중심의 승차권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쉬알림

탄력적 열차운행

코레일은 고객편의 향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시간 등 

열차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객차 수를 증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구간·시간대별 수요분석을 통해 주말 피크시간대 등의 혼잡

도가 높은 구간과 시간대에 임시열차를 증편하거나 객차를 추가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열차 

공급의 확대로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 

주말 새마을호 10회, 서울∼부산간 무궁화호 객차 증결 등 고객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환승동선 개선

코레일은 철도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이용자 중심의 체감 서비스를  

향상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주요 환승역의 동선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환승역을 중심으로 환승동선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담 부서를 역무시스템처로 지정하고 업무를 

일원화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가 정차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고객이 이동하여 혼잡하고 복잡한 동선을 보였던  

서울역의 환승시간을 2분 25초로 단축되며 고객편의 동선을 확보 

하였습니다. 더불어 KTX와 일반열차간 환승 가능열차를 42회 증편  

투입하고 환승 대기시간을 최대 15분 단축하여 일반열차 이용 고객의 

시간가치도 제고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코레일은 핵심가치인 고객만족을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수유실  

5개역 신설 및 2개역 개량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휠체어승강리프트  

설치를 확대, 장애인이 더욱 쉽게 열차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더불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호하고 비수익 벽지노선에 

열차를 운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며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을 지속적

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객맞춤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코레일은 모든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도입한 고객맞춤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설문 및 자문을 

통하여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서비스를 마련하고 

등급별 회원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KTX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효기간을 3개월 이내

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승차권 구입시에 적용되던 

할인쿠폰을 역사 내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차등화된 

마일리지 제도로 2,542억 원의 매출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마일리지제도

고객중심 서비스 극대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코레일은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ICT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의 명품화,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철도의 건설과 유지보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며 

위치기반 서비스와 ICT가 접목된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KTX 할인율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2016년 10월 

결제금액의 5%의 기본 마일리지 적립과 더블적립을 제공하여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CT 기반 결제방식 도입

코레일은 고객중심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더 똑똑해진 코레일톡 

고객중심 운영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 기획

코레일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품을 기획하고 프로모션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마일리지 도입과 고객  

등급별 차등 서비스, 10대 승차권 예매제도 등이 시행되었으며 맞춤형 

할인상품 개발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객의견 반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힘내라 청춘’과 ‘맘편한 

KTX 다자녀 행복’, 인터넷 특가 등을 통해 430만명의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할인혜택

상품명 목적 대상 혜택 이용객 할인액

Mom(맘)편한 KTX 출산장려 임산부 일반가격 특실제공 22천명 3.4억원

힘내라 청춘 청년 취업 지원 취업준비생 KTX최대40% 할인 261천명 25.7억원

청소년 드림 청소년 이동지원 13~24세 청소년 KTX최대30% 할인 360천명 31.5억원

사랑여행 KTX 국내여행독려 제한없음 KTX최대30% 할인 2017년 시행 중

고객의소리(VOC)를 통한 소통력 강화

코레일은 감동을 선사하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방문 및 서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 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소통의 기회로 삼고 이를 통계·분석

하여 상품의 개선 및 개발과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고객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전체 고객의소리(VOC)에서 불편

VOC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고객불편 제로(Zero)

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중심 운영·서비스

고객만족도 4년 연속 A등급

코레일은 공공기관 중 고객서비스 평가 부분에서 최고수준을 유지하며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접점에서 고객만족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지만 ‘코레일 고객서비스 헌장’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 증진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천적 고객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경험관리체계를 도입, 추진한 결과 2016년도 공공

기관고객만족도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불만 VOC 비율

불편VOC 예방활동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 폭우, 폭설 등에 의한 열차운행 장애 

예상 및 추석, 설,입시, 피서, 단풍, 봄꽃관광, 연휴 등으로  

많은 고객이 예상될 때 최근 3년간의 고객불편(VOC)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시행

VOC사전예고제

다수 또는 반복적VOC나, 고객편의증진 효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이지만 한 개 부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선 

사항을 관련부서가 연합하여 해결책을 마련·추진

HOT-VOC 

개선회의

사우들의 출퇴근, 출장 등 일상에서 발견되는 열차이용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등록하여 미리 개선함으로써  

고객불편을 사전에 예방

CS서포터 제도

불만 VOC 감소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20152014 2016

21,755건

15,903건
15,468건

35.9%35.5%

42.7%

 불편접수건 ●비율

영등포역 열차-전철 환승통로 설치서울역 지상↔지하 환승통로 설치

기존구분 개선

할인쿠폰 제공

열차이용 실적 우수회원

할인쿠폰 지급 시점

3개월 이내

승차권 구입 限

KTX 마일리지 적립

모든회원

상시적립 및 이용

5년 이내

승차권구입, 역사 內 매장 등 사용처 다변화

방식

범위

시점

유효기간

사용처

Time Save Service

열차 출발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16:16에 출발하여 18:36분 도착하는 KTX 145 열차로  

변경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네(좌석선택)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

특실요금의 50%를 마일리지로 차감하고,  

특실을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오 네(좌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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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차별화 서비스 전략

코레일은 7대 차별화 서비스 전략을 통하여 국민 편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열차와 제도, 시설과 판촉 등의 마케팅믹스를  

통한 7대 전략을 수립하여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31개  

실행과제를 도출한 후 집중 개선하였습니다. 7대 차별화 서비스 전략은 

열차운행 최적화와 편리한 열차이용, 균형있는 가격정책과 여객제도 

개선, 편리한 역 이용, 회원 혜택 확대와 IT 서비스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편의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제가치 창출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벽지노선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통합한 5대 철도관광 

벨트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기적의 열차를 구현하였으며 기술개발에서 구매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사업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AAA 달성

•매출액 56,936억 원 달성(역대 최고)

•영업이익 1,216억 원(3년 연속 흑자)

•국제신용등급(Moody’s) Aa2 유지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

•Door to Door 실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유휴공간 활용 및 수익창출

•핵심기술 기반의 컨설팅사업 수주

USB·충전콘센트

비지니스 존

셔틀버스

UX 중심 코레일톡+

SRT 개통에 따른 수서역 환승통로 개선

10대 여객영업제도 개선

고객의 수요 및 니즈에 따른 가치제고

서민주거안정 행복주택건설 국책사업

코레일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건설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오류동역에 890세대, 가좌역에 362세대의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설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동래, 광주, 동익산역에  

사업바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의 고부가가치  

개발로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철도부지에 3,405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며 도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외곽지역 열차운행 확대

코레일은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니즈를 확인한 

후 열차운행 확대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송도~인천 구간 

개통에 따라 과천안산선 운행구간을 연장하며 총 46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였고 중앙선 연장운행을 통해 경기도 동부 지역주민에게 광역

철도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춘선의 전동열차를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고객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증편

코레일은 광명역 KTX 이용고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증편하였습니다. 출퇴근 고객이 많은 아침·저녁시간대에 20회에서 

모든 시간대 40회로 확대하였으며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광명역 접근성 

개선 및 고속철도 운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셔틀버스 도입 첫달인 

2017년 1월에는 810명이 이용하였고 2월에는 1,202명, 3월에는 

1,423명, 4월에는 1,550명이 이용하며 1,550명이 이용하며 5개월  

만에 약 2배의 이용객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객 니즈 반영한 서비스 제공

코레일은 높아지는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적시적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역 셔틀버스와 UX 

중심의 코레일톡 +, USB·충전콘센트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과 대한민국 사랑

받는 기업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자유석은 역에서만 발권, 외국인 예매  

수단이 이용하기 복잡하며 한한정적

• 환불청구기간이 너무 짧고 복잡하며,  

환불 가능 수단이 한정적

• 부상수단 한정(현금, 쿠폰)

모바일로 자유석 발권,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 고객예매 수단 확대 0

환불 방법을 다양화 하고 기단 확대•

보상수단 다양화(마일리지 추가)•기존 개선

관광벨트 추가 구축
GTX연계망 구축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기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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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도입 및 개발 추진

코레일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과 로봇이 융합된 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 철도기술의 첨단·과학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과 미래 대비 혁신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고속 

차량의 실시간 상태감시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통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분야 기술

기반의 고효율 유지보수 체계인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며 정비주기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과 개발 추진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철도운영시스템을 완비하며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코레일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며 핵심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중고차량 수출위주의 수익사업에서 운영 

유지보수(O&M)사업과 고부가가치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 변경하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코레일 기술력 신뢰도 확보를 위해 탄자니아 옴트라와-옴밤바베이 

철도건설 예비설계 및 타당성조사 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국내외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확대에 성공하며 약 546억원 규모의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신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코레일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발굴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 하였 

으며 코레일의 생각 톡! 톡!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CEO 직속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기획실과 IT경영실, 디자인 

센터와 법무 전담부서 등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핵심기술 등의 전문경력직 역시 대폭 확보하며 임대

사업, 구내영업, 광고·주차장 등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수익다각화, 

철도 미래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종합교통기업으로의 확장

코레일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철도운송업에서 벗어나 

종합교통기업으로 거듭나야 함을 인지하고 고객의 출발지부터 목적지 

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Door to Door(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환승 편리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광명역의 주차빌딩 직접개발 선도사업, IT 

기술 활용 철도와 차량 동시예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 중심의 생활 문화공간 조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강화

코레일은 2016년 코레일관광개발(주)의 통상임금 소송을 부담하며 

경영 운영의 비용이 증가하였고 용산토지 회수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부채, 신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역세권 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열차의 효율적 

운행으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선개통과 

운송사업 강화로 1,755억원의 매출액 증대를 기록하였으며 579억원의 

비용절감으로 이자보상비율을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고 국내 신용 

등급에서 최상위 AAA등급, 국제 신용등급에서 Aa2등급을 유지하였

습니다.

경제가치 창출 및 배분 관리

경제가치 창출 및 배분

코레일은 국가를 대표하는 여객사업과 광명철도사업, 종합물류사업과 

자산개발사업, 해외사업& 국제사업과 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신사업에 대한 전사적인 노력

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총매출액 5조 5,160억

원 대비 1조 7,765억원 증가한 5조 6,9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의 운영 및 경영활동을 통해 획득한 모든 가치는 사업비, 물품구매, 

세금 등 각종 비용 지불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타 

기업 또는 지역사회로 재분배됨으로써 사회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비고

경제적 가치 창출(A) 51,196 61,470 55,587 

매출액 48,076 52,207 53,651 

금융수익, 자산매각 등 3,120 9,263 1,936 

분배된 경제적 가치(B) 50,497 51,948 53,877 

임직원 19,681 21,929 22,407 
임금, 수당, 복지후생비,  

퇴직급여 등

협력사 24,867 26,682 26,503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 5,389 4,802 4,174 이자비용

정부기관 131  (1,920) 225 국세, 법인세, 지방세 등

고객/지역사회 429 455 568 사회공헌, KTX공공할인 등

잉여 경제적 가치(A-B) 699  9,522  1,710 

경제가치 창출

재무지표 (단위 : 억 원) K-IFRS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국제신용등급 (Moody’s)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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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3.9조원 / 부채비율 217.1%2016 재무목표

1,775억원 매출액 증대추진과제

영업흑자 기조유지 자산운영 최적화 적정 투자규모 유지목표달성 방안

경영 효율화

수익성 제고

비용 절감

인력 효율화 / 철도 환경 변화 반영한 수송체계 수립·운용

주력 운송사업 강화로 매출액 1,775억원 증대

비용절감 노력으로 579억원 절감재무구조 개선노력

영업흑자 기조유지

자산운영 최적화

적정투자 규모유지

지자체 등 협업 강화를 통한 매각 추진으로 958억원 매각 / 소송 전담부서 운영 및 인력보강

우선순위 고려 후 사업선정으로 투자비 99억원 절감

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선도사업

주차장사업

광명역 | 주차빌딩 직접개발 선도 사업

주요역 | 주차장 직접개발 및 운영방식 개선 추진

픽업존서비스

전국 15개역 | IT 기술 활용 철도+차량 동시예약 (코레일톡과 카셰어링 앱 연계)

Door to door 서비스 실현

해외진출 장애요인

해결노력

•코레일 기술력에 대한 해외신뢰도 확보 필요

• 해외철도 설계·시공 감리사업 수주를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 타당성조사 사업 선 시행으로 코레일 기술력에 대

한 신뢰도 확보 

(사업명) 탄자니아 옴트와라-옴밤바베이(997km) 

철도건설 예비설계 및 타당성 조사 

- 6개국 국제 컨소시엄 구성으로 경쟁력 확보

역 내 임대공간 발굴임대사업

23억원 증가

구내영업 고객편의중심 통합 MD 구현 / 서비스 강화 

56억원 증가

광고·주차장 광고매체 가치 향상

22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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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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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추진체계 고도화

코레일은 중소기업과 함께 최상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동반성장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팀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여 

KPI를 설정하였으며 성과공유제를 내부경영평가 본 지표로 격상시켜 

동반성장 추진계획

동반성장 추진체계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과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며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업체와 기술노하우를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국민행복 KORAIL’이라는 동반

성장의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전사적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과 동반

성장 추진 실행력 강화, 동반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센터 인원을 충원

하여 2015년 대비 5명 증가한 56명으로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조직 인원 2015년 대비 담당업무

총괄지원팀 4명 4명 동반성장 총괄 지원

공정거래지원팀 6명 9명(3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영업·판로지원팀 6명 8명(2명↑)

관광상품 연계 동반성장 / 

해외동반진출 

역사내 매장 입점 및 지원

안전·기술지원팀 5명 5명
기술·환경 상담 및 지원 /  

안전보건 상담 및 지원

공정거래지원팀 2명 2명 R&D 등 공동연구개발

공공구매지원관 28명 28명 정부권장물품 등 공공구매 확대

합계 51명 56명

2015년 12건에서 2016년 13건으로 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더불어 동반성장 핵심인재 양성과 인센티브를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워크샵을 통해 29건의 대내외 포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채널인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신설하여 

2016년 2,226건의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동반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며 동반상생을 위한 코레일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MOU)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반성장

•공공구매 촉진유공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간이역 명소화를 통한 지역상권 수익증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테마역 조성 및 5대 관광벨트 연계

•코레일 브랜드 및 CI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

•중소기업 영업 및 판로 확대 지원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 

지속 추진

해외 O&M사업을  

위한 동반진출

기술개발 기업 발굴로 

기술협력 활성화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추진내용 추진노력 추진성과

•전담조직 확대 및 팀별 성과지표 명확화

• 성과공유제를 내부경영평가 본 지표로 격상시켜 

소속장의 이행 노력 강화

•동반성장 핵심인재 양성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공유제모델 발굴 확대

•우수기업벤치마킹

•대내외 포상 29건

추진역량 

강화

•계약정보 알리비 서비스 신설

• 동반성장센터 내 기술 예고방 개설로 필요기술  

공개 

•2,226건 실시간계약정보 제공

•과제 발굴 확대
상생협력

소통채널 

확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KORAIL목표

각 사업별 추진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세부실행

전략과제 동반성장 추진체계고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반 조성 동반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추진조직 역량 강화

• 동반성장 소통 활성화

• 상생기반 조성 지원

• 정부권장물품 우선구매 확대

• 코레일형 중소기업 판로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

• 성과공유제 확산 및 고도화
중점과제

• 협의회, 연구회, 워크숍

• 협력사 의견수렴

• 부서 및 부서장 평가

• 우수직원 포상

•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동반성장 추진계획 번영

점검 및 피드백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및 인센티브 연간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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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코레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대상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지연과 상대적 시장 축소 현상 등으로 전년대비 

해외동반진출에 대한 성과가 하락하였지만 코레일 브랜드를 이용한 

해외동반진출로 7개국 10개 사업에 11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하여 1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레일은 시장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시장다면화와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 및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코레일은 중소기업의 및 협력사의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 개선 및 협력사 지급결제 감독 

강화, 제도개선과 근로조건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공공구매론 122

건에 대하여 56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금대급 86건, 247억원을 100% 지급하며 2·3차 

협력사를 보호하는 등 소건설 업체의 경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공사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며 2015년 99.2% 대비 99.7%로 확대하였고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자체점검하며 공정거래의 기반을 확립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구매론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반성장 범위 확대 및 강화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

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철도차량 

청소를 맡고 있는 협력사들과 함께 쾌적한 열차 환경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연회를 개최하여 청소 표준화를 

공유하였습니다. 작업방법의 표준 제시와 코레일 자체개발 작업도구의 

시연, 작업원 맞춤형 교육 및 배치 등 표준화된 청소작업을 시연하여 

청소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청소용역 위탁계획 시연회 현장 사진

동반성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MOU)

코레일은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협력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세종시, 대관령 하늘목장과의 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총 2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발전,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기 체결기관 주요내용 주관부서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전원자력연료(주)

전통시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퍼블리코 대전) 홍보문화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기차여행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북본부

3월

대전광역시 / 한국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 대전문화재단

대전관광협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관광진흥협회

대전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대전충남본부

세종시 체험관광상품 공동개발로 농업·농촌 활력화 대전충남본부

4월
(사)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 철도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충북본부

365세이프타운 테마열차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강원본부

5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특색 있는 전통시장 홍보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광주본부

7월
울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공동개발 대구본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동반성장 수익증대 방안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추진 대구본부

8월
정읍시 / 고창군

부안군 / (주)신동아고속관광

서남권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도모
대구본부

12월 대관령 하늘목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수요 창출 강원본부

중소기업-코레일 기술협력

코레일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협력으로 개발단계부터 판로

확보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매출신장 등 경영안정과 신제품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57개 중소기업과 25개의  

R&D과제를 수행하며 40억원을 지원하였고 15개 중소기업과 구매 

조건부 사업을 시행하여 17개의 과제 기술개발자금으로 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축베어링과 교환형 게이트 트라이브를  

국산화로 개발하여 13억원의 매출과 5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루었으며 

기술협력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매출액이 2015년 555억에서 2016년 

673억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대비 21% 향상하였습니다.

과제공모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2016년 17개, 53억원)

과제발굴

기술개발비 지원 및 현차Test-bed 제공 / 신제품 개발 안정성 확보

공동기술개발

개발신제품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보장으로 판로 확보  

(2016년 중소기업 매출액 673억원)

판로확보

동반성장 비즈니스모델 개발

코레일은 성과공유제와 판로확대 지원 등 실현가능한 동반성장 비즈

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다자간의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2·3차 협력사까지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2015년 12건에서 2016년 1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선비마을스테이, 철도CI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스테이션 청년셰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15백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431백만원의 매출수익, 9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 관광상품 운영 및 테마역 

조성, 지역 맛집 확대 등 철도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확대 지원으로 

지역맛집 매출액이 2015년 308억원 대비 2016년 380억원을 기록하며 

23% 향상하였습니다.

이란

• 이란 중고부품 수출사업(5억) 

공동참여사 | STX

인도

• 인도 동부 화물전용선  

건설 사업관리(진행중) 

공동참여사 | (주)제일, 선진

파키스탄

• 파키스탄 중고기관차 수출 및  

정비 컨설팅(7억) 

공동참여사 | STX, 성신RST

이집트

• 이집트 철도전자연동장치 개량 감리(진행중) 

공동참여사 | 동남ENS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O&M 사업(진행중) 

공동참여사 | RITCO, 리치앤타임

미얀마

• 만달레이-미찌나 철도개보수  

타당성조사(5억) 

공동참여사 | 유신, 서영, 제일엔지니어링

• 미얀마 객차구매 컨설팅 사업 (진행중) 

공동참여사 |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탄자니아

•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개량 감리사업(진행중) 

공동참여사 | (주)제일, 동명

•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사업(진행중) 

공동참여사 | (주)제일, 동명

• 탄자니아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자문(진행중) 

공동참여사 | (주)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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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업무 이행

코레일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인 현황 파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BID시스템과 부패추방센터를 운영하며 조달계약 관련  

정보를 100% 공개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코레일  

청렴정책 정보를 공개하며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산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사후 모니터링으로 시행하여 불공정요소 확인 후  

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물품 구매 및 지원

코레일은 동반성장의 중점과제를 ‘공정거래 기반 확립, 정부권장물품 

우선 구매’로 선정하고 공정거래 확립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기반을 

조성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로 2015년 146억원에서 2016년 206억원을 거래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자금을 조달하였고 공공구매론 122건에 대해 56억원을 

지원하며 5년 연속 공공구매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에 대한 노력으로 코레일은 2016년 공공구매 촉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코레일은 2015년 중대성 평가에서 10위로 선정된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자 투명윤리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개선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협력사 간담회와 구매상담회 등 중소

기업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감독을 강화하여  

지급현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하도급대금 100% 지급을 달성하였

습니다.

구분
하도급대금 지급 세부 추진 실적

정상지급률
발생건수 발생금액 (억원) 지급건수 지급금액 (억원)

계 86 247 86 247 100%

하도급대금 직불 시행 81 242 81 242 100%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5 5 5 5 100%

공정거래 실행전략

코레일은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기반 확립’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내실화를 위해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지원팀을 6명에서 9명으로 충원한 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R&D 등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

적인 공정거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정거래 

이행 모니터링과 공정거래 실행전략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농·공·상 융합형 협업체계 구축

코레일은 특화산업 육성과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KORAIL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전문매장인 농식품 

찬들마루 2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KORAIL과 코레일유통, 농수산 

식품유통공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매장을 개발하였으며 2015년 

12월 용산점에 1호점을 개장한 후 2016년 12월 모란역에 2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익매장으로 백화

점과 홈쇼핑과 대비하여 최소화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 입점업체 판로 확대로 16년 연간 매출액 약 2억8천 

2백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찬들마루 1호점 (용산역) 중소기업 명품마루

기업별 업무 분담

지역 상생협력

중소여행사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코레일은 O/V/S/DMZ/A/G-TRAIN, 팔도장터 관광열차, 바다열차 등 

열차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고, 분천역, 득량역, 도라산역, 정동진

역, 연산역 등 테마역을 조성 해 중소여행사 및 지역소상공인을 지원

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중소여행사에서 144억원 수익을 창출하였고, 

잊혀진 지방 간이역이었던 테마역에 128만명이 방문하여 해당 지역

사회에 1,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DMZ 트레인 A 트레인

S트레인 바다열차

지역맛집 유치

코레일은 지역상권을 살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맛집을 주요 역에 입점시켜 경제적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대구역 삼송빵집, 천안아산역 담소곰탕, 전주역 

PNB풍년제과 등 지역의 대표 먹거리 업체를 철도역에 입점시키며 총 

380억 원의 매출액과 20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역 BNC제과와 남천할매떡복이 동대구역 미미짬뽕과 팔공산순두부 

천안아산역 다솜 등 24개의 지역맛집을 유치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코레일은 잊혀져 가는 간이역을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재조명 하며 찾고 

싶은 여행지로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협업으로 안동 선비마을 스테이, 몽탄역  

철도문화 축제, 분천역 동·하(겨울, 여름) 산타마을과 정동진역의  

해돋이 미술관, 득량역의 코스프레 축제를 운영하며 지선철도의 침체를 

극복한 결과 총 3,605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철도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힘입은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은 

2016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린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중점과제
• 공정거래 기반 확립

• 정부권장물품 우선구매 확대

실행과제

• 위탁기업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 보장

• 지속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교육 지원

KORAIL

매장 개발 사업 관리 매장 승인

코레일 유통

매장 구성 및 관리 상품선정 및 판매

농림축산 식품부, aT공사

입점업체 추천 매장 공사 및 마케팅 지원

성심당(대전역) 미미짬뽕(동대구역)

삼송빵집(동대구역) 철도문화 축제 분천 산타마을 개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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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고용 추진 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열린고용 추진

코레일은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에 기반한 NCS 기반 맞춤형  

고용 추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총 7단계에 걸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철도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력검증제를 신규 도입

하여 전형단계별 직무능력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였으며 입사지원  

서류전형에서 학업 및 어학성적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역량 중심의 

채용을 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사업 특성에 따른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제도를 통해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열린고용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6

코레일은 열린고용에 선도적으로 앞서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코레일의 직무를 연결하고  

직무별 필요역량 및 역량모델을 도출하여 기술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열린고용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서류전형과 NCS, 면접시험, 철도적성검사, 인턴십에 걸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열린고용

채용 프로세스 개선

코레일은 지속적인 고용확대를 통해 청년실업난 해소에 이바지 하며 

직무역량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고용을 위해 인사노무실 주관 

하에 채용 프로세스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지원 및  

서류전형에서 학업과 어학성적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직렬·직무별 

관련 경력사항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신설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적용하는 등의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채용분야 주요업무

사무영업 일반사무, 여객운송 영업 및 열차조성 등 관련 업무

물류영업 일반사무, 화물운송 영업 및 열차조성 등 관련 업무

운전 동력차 운전 등 관련 업무

차량 철도차량의 정비,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토목 선로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건축 건축시설물 유지모수 등 관련 업무

전기통신 전기·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관인사규정 제 9조(공개경쟁채용의 방법), 

 10조(공개경쟁채용 절차 등) 준수

•직무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확산

•스펙초월 열린고용으로 맞춤형 인재 확보

•고졸자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

내·외부 니즈에 맞는 

전략적 신규채용 실현

청년고용절벽  

해소 노력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도출

사회형평적  

열린고용 확대

•지역 우수인재 정부권장 목표 대비 160% 초과 달성

•사회형평성 채용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입사 지원 서류 전형
필기 시험

(NCS)
체력 검증 면접 시험 적성 검사 인턴 선발

직렬별 경력사항 평가 도입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설

•직무수행능력평가 적용

•인·적성 평가문항 적용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 검증

•직무경험 상황면접

•주제별 토론면접

면접시험

•실무 수습 및 이론·실기 등 

종합평가 시행

•직무능력 우수자 신규채용

채용

*  2017년부터 사진, 나이, 학력등도 제외한 완전한 블라인드채용 시행

4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

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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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고용 확대

투명한 채용 방안

코레일은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탈스펙 전형을 통해  

지방대생, 저소득 대학생, 고졸자들을 상대적으로 배려하는 열린고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실업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 단순 서류전형에 필요한 스펙채우기형 사교육을 줄이는데 기여

하기 위함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신규 채용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직렬별 직무능력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린고용 실적

코레일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 2장의 신규채용 제9조(공개경쟁채용의 

방법)과 제10조(공개경쟁체용 절차)를 준수한 공개채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열린고용에 따라 학력, 성별, 연령, 병영, 종교 차별 없는 평등

하고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노동 및 

불법노동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지역인재와 고졸, 장애인 채용 비율이 정부권장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을 전년대비 206명 증가한 55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정원 27,981 27,981 27,874

현원 27,461 26,498 26,394

정년퇴직/명예퇴직 710/102 757/83 6/291

정규직 신교채용

여성 149 55 98

장애인 6 2 11

지역인재(비수도권) 230 189 336

고졸자 66 84 50

특성화고 12 17 5

이공계 205 207 323

취업지원대상자 45 23 64

전체 500 319 599

비정규직 채용 인턴 682 382 694

전체 현원 중

여성(비율) 2,712(9.7%) 2,747(10.0%) 2,815(10.46%)

여성 관리자(비율) 316(3.77%) 317(4.05%) 340(4.6%)

장애인(비율) 938(3.3) 887(3.2) 847(3.1)

건설적 일터

코레일은 대학생 취업선호도 최상위 공기업으로 일하고 싶은 공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만 7천명의 

모든 임직원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안전과 고객서비스로 

직결되는 공사의 인적자원개발전략과 고용안정, 임직원의 행복을 위한 work&life balance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일터 구현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현황 작년대비 31.7% 증가)

•가족친화 기업 인증(여성가족부)

멀티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비금전적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가족친화 경영

정부권장목표 초과달성 채용

지역인재 (비수도권)

336명

(35% 초과달성)

고졸자

50명

(20% 초과달성)

장애인

11명

(3% 초과달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IPP: 일학습병행제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대학교 학업학기와 체계적인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고용디딤돌 교육생 모집

직무교육 (4주)

인턴십 (5주)

정규직 채용

3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4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COMMOn bEnEfIt wIT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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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관리 현황

코레일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본원과 전국 거점별 5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교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튜터를 지정한 교육진도 관리로 방법을 체계화하였

습니다. 2016년에는 파업에 따른 교육중단으로 교육훈련만족도가  

작년대비 0.9% 하락하였지만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  2015  2016 (단위: 점)

KORAIL Learning Model 정착

코레일은 일방향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쌍방향의 대화형으로 이어지는 

참여형교육인 ‘KORAIL Learning Mode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활동이 직접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습 모델인 참여식 교육은 집합교육을 통해 직원

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역량과 위기대응이 가능하며 직무역량 수준변화에 대한  

진단이 시행됩니다. 또한 개인별 수준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필요역량 및 니즈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계획

코레일은 임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니즈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 및 외부환경 등의 환경분석과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니즈, 경영전략과제를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여 2016 인적자원개발 교육방향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형화되었던 교육과정과 비정형학습이 융합되며 S-OJT가 

활성화 되었고 모바일, SNS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인프라가 확대되어 

인재양성 기틀이 강화된 새로운 HRD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역량개발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

코레일은 안으로부터의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역량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경영전략과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연계한 

후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주도하는 일등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한 

후 4가지 전략과제 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멀티인재를 양성

하고자 하며 직무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의 강화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적 일터 

경영전략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국민행복 코레일미션/비전

흑자경영 절대안전 창조경영 조직혁신경영방침

인적자원

개발전략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주도하는 일등인재 양성교육목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절대안전 체계확립 창조적 조직문화 창출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전략방향

• 글로벌 인재양성

• 융복합 멀티인재양성

• 현장중심안전교육

• 안전의식 개혁

• 주인의식 강화

• 전 직원 리더십 함양

• 직무교육 내실화

• 자기주도학습 강화전략과제

평가환류 역량진단, 현업적용도, 교육만족도 등 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

• 성과중심, 지속성장, 변화관리 교육

• 직무역량향상, 마인드셋 강화

• 교육운영과 인사연계 강화

• 일터학습의 자기개발 중요성

환경분석

• 핵심가치 교육체계 정립

• 첨단 안전교육과정 운영

• 통합형 인재교육 추구

• 자기주도 교육체계 정립

전략과제교육니즈

• 공공기관 정상화 신개념 교육

• 안전 최우선 혁신 교육

• 통합형(Multi-player)인재양성

• 사례·실무중심 참여식 교육

새로운 교육방향

• 세계최고수준의 안전성 유지·강화

• 멀티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교육

• 직원의식개혁으로 핵심가치 제고

• 스마트 러닝, 비정형학습 추진

•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2014 20142015 20152016 2016

유연근무제 (단위: 명)  시간선택제 근무  시차출퇴근 육아휴직 (단위: 명)  남성  여성

1,2
43

12
9

29
3

89

1,4
66

79
3

93
29
5

68
8

15
0

12
3

38
8

합계 
1,327

합계 
382

합계 
2,259

합계 
388

합계 
838

합계 
511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훈련 만족도

97.197.894.192.8

98.095.5

사전학습

사이버학습, 자기학습

선행과제 수행 등으로 사전 이론교육

본학습 실무사례중심의 실습 등 교육생 참여형 교육

성과평가 교육진행 과정 별 3단계(입교, 중간, 최종) 성과평가

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유형 다양화

코레일은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육아기 직원과 원거리 통근자, 

학업 및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시차 출퇴근, 집약

근무 등 3개 유형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50명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688명이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며 82.4점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코레일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유연 

근무제, 보육정책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선부여 및  

이월제 신설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여건을 개선하여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장려하고 출산독려를 위해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셋째 출생 시 100만원을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건설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여 2016년에는 

여성 388명. 남성 123명으로 총 511명이 신청하며 전년대비 신청자가 

31.7%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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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철도재단 운영

코레일은 공공부문 최초 노사공동재단인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여 

노사관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CEO와 노조위원장이 공동이사장을 

역임하며 사무국 또한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노사 공동 사업을 실행하며 

협심을 강화하였고 노동쟁의라는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사공감대 형성의 결과를  

이끌며 지속적 재단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파업 중에도 노사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 

습니다. 

노사관계 화합 성과

코레일은 노사 간 지속적이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협의회, 간담회, 상·하향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합의

점을 다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명회와 대화, 간담회를 지속적

으로 진행하는 등 소통활동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 공감으로  

노사화합을 이끌어 내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노사문화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노사갈등 사전예방 시스템

노사관계 전략 및 목표

코레일은 합리적이고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직원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이라는 2016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노사관계 전략 선진화,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소통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장기 파업으로 인한 파장을 안정화 하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3년 연속 무쟁의 대책을 수립하고 노사관계 전략 공유로 

업무 정렬성을 확보하며 노사공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노사협력 기반 구축

코레일의 노동조합은 1945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경영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소통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사전 협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노사상설 소통기구인 노사공동위원회는 CEO와 

노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철도안전분과, 제도혁신분과, 물류

분과의 각 분과에서 경영진 및 노조 집행부가 공동으로 분과장을 역임

하여 노사간 핵심현안과 경영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

부문 최초 노사공동재단인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여 CEO와 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사장을 역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

코레일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가족친화인증을 6년 연속 획득

하였습니다. 36회의 가족 공감 초청 행사를 통해 565가족, 1,375명이 

참여하였고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운영으로 2016년 현재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공감, 해피무비데이 등을 통해 직원 자긍심 및 애사심을 고취하며  

가족친화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복지후생제도

코레일은 적정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업무 몰입도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도화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복지후생비 확대 운용 제한으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니즈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기준으로 55개 체크리스트 바탕의 제도를 실행하여 2년 연속 

무결점 경영공시를 인정받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간 제휴서비스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서

희망철도재단

이사 3명 감사 2명

노사공동위원회

철도안전분과 물류분과제도혁신분과

(부사장, 수석부위원장) (물류사업본부장, 정책실장)(인재경영실장, 사무처장)

관리팀 기획팀

사무국장 (운영소통부장, 정책국장)

• 직원단체보험 가입 

(업무상 재해시 최고 2억 원 보상)

• 직원 건강검진 실시 

(현업 매년 1회, 사무직 2년 1회)

• 재해부조 

(거주지가 재해로 인하여 소실·파손된 경우 보조금 지원)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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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

• 경조사비, 경조화환, 장례용품 지원

• 직원 휴양시설 

(낙산, 무창포, 망상) 운영

• 체육시설(헬스장, 테니스장 등) 운영 및 사내 동호회 지원

• 법정보험 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  

복지후생  

지원

2016 지표 관리목표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

전략과제 노사관계 전략 선진화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소통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성과지표

• 선진화 전략 Rolling

• 노사관계 지수

• 노사공동 프로그램

• 노사협력 지수

• 의사소통 지수

• 희망철도재단 사업

• 타임오프 전수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임금인상률 준수

• 정부정책 이행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외부 전문가 진단

• 자체 워크숍 및 설문조사

• 현장 팀활동 심사 및 성과평가

• 노사협력 지수 조사

• 의사소통 지수 조사

• 재단사업 성과 분석

• 관련 법령 준수

• 인사제도 및 단협 진단

• 정부정책 이행 여부

중점 추진과제

• 노사관계 안정화 대책 추진

• 노사문화 개선으로 리더십 확보

• 현장단위 팀워크 강화

•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성과창출

• 소통채널 실효성 확보 및  

노무역량 강화

• 노사공동 사회적 책임 이행

• 노사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정부 정책 선도 이행

노사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코레일은 노사갈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상호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고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코레일의 생각 톡! 톡!, 노사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경영 활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Off Line을  

통한 소통과 갈등 이슈 파악 및 공유, 의견수렴 및 답변의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하여 노사 워크숍이 

제도화 되었고 노사공동위원회를 열며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n·Off Line 소통
갈등 및 이슈파악

경영현안 공유

분석 및 실시간 답변

의견수렴 및 답변
갈등해소 공감대형성

공동위원장 

(CEO,  

노조위원장)

공동위원장 

(CEO,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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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6

사회공헌

코레일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감사히 여겨 니즈를 파악하고 

부합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위주의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정성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일자리 창출 6% 증가

•지역봉사단별 지자체상 다수 수상

•개발신제품 구매액 전년대비 27% 증가

코레일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공공기관 최초의 사회공헌 법인 

확대개편 및 활동 강화

희망철도재단 활성화

•철도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추진

•구매조건부 사업 과제 발굴

•코레일에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

4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

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희망철도재단

코레일은 지역사회와의 나눔과 상생을 보다 가까이에서 실천하기 위해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여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지원하며 따뜻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공기업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 허가 

하에 법인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희망철도재단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공헌 활동을 중점적으로 발굴

합니다. 첫 행사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철도원호단체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다문화 가정과 이주가정 어린이, 남북 실향민 

등을 위해 철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사회공헌 체계

코레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행복 코레일’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삼고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하에 재능나눔과 행복나눔, 

지역공헌의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철도 인프라 및 직원의 

직무 재능 나눔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철도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눔 봉사활동과 국가행사 지원

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철도재단 개소식 코레일 희망철도재단 보훈열차 운행

희망철도재단 조직도

이사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협외부장, 정책국장)

국민행복 코레일비전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슬로건

전국 49개 봉사단, 430개 봉사회내부운영조직

대한적십자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외부파트너십

사회공헌 운영 시스템 강화

• 코레일빌리지

• 철도 체험학습장

•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 해피트레인 • 희망철도재단

• 생명나눔 헌혈 • 노숙인 희망 프로젝트

• 명절, 연말연시 나눔활동

• 소외계층 지원활동

• 환경정화 활동

2016년  

중점 추진 및  

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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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파트너 세부 활동

헌혈활동 소외계층 아동지원 공동프로그램 추진

공동이사장

(CEO,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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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프로그램

해피트레인

코레일은 보육원 아동, 독거노인, 새터주민, 장애우, 소외계층 등 여행

문화에 다소 소외된 이웃에게 기차여행을 제공하는 해피트레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와 함께하는 호국 

보훈 해피트레인과 철도시승기회가 많지 않은 섬 거주 지역 아동,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승행사 등 다양한 해피레인  

행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보령정심학교 장애학생들을  

위한 후원 및 행사가 진행되었고, 107회에 걸쳐 10,600명의 지역 

주민이 해피트레인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희망철도재단

코레일은 2016년 공기업 최초로 노사공동 사회공헌 법인을 허가받아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였고 2월 재단사무소를 개소하여 노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이주가정 어린이, 

남북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통일 꿈나무 지원 사업과 통일열차 체험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를 초청한 

지역관광 체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숙인 희망 프로젝트

코레일은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과 노동의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자활 회복 프로그램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한 노숙인 자활사업은 원활한 운영으로 

총 74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총 40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레일은 노숙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섭렵과 사회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코레일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재능나눔 프로그램

코레일빌리지

코레일은 전국 430개의 봉사단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따뜻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집을 방문하여 수리하는 직원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기·토목분야 직원

들은 철도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공부방을 조성해 주고, 학습

프로보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총 91회 시행

으로 2,494명에게 재능기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철도체험학습장

코레일은 전국 각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18개소에서 철도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을 견학하고 철도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로탐색과 철도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총 29,156명의  

학생이 538회에 걸쳐 참여하였고 철도체험학습장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심화과정인 ‘철도사랑 캠프’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레일은 2012년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

하고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모집하여 재능기부 사회공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주회를 계기로 음악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주민들과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

움을 공유하기 위한 음악재능기부 활동으로 2016년 총 9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클래식 공연과 접목한 문화열차로 진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전사 나눔활동

코레일은 매 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 기간마다 명절 제수 

용품을 나누어주고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의 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사적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누적 4092회 시행하여 총 

934,488명과 함께 명절, 연말연시의 나눔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사적 나눔활동의 결과로 지자체와 외부기관에서 총 6건의 

수상을 표창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코레일은 국민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 확대

코레일은 사회공헌에 책임을 갖고 국가행사 및 구호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역 오토마타  

제막식과 앙상블 공연을 통해 문화체험을 위한 사회 책임 경영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사 나눔활동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코레일빌리지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숙인 희망 프로젝트

철도체험학습장 해피트레인 희망철도재단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힐링·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테마상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산림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대상학생에 

대한 숲속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총 17회 

운행을 통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지원금액 증대

코레일은 철도에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지원금액을 증대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는 ‘사랑의 

성금’제도를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성금 제도를 1:1로 매칭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

하는 ‘매칭 그랜트’제도를 운영하며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성금과 KTX 공공할인 등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총 568억 

원의 지원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프로그램(오토마타 및 홍보부스)

2015 2016

58
9

64
0

사랑의 성금

2015 2016

69
0

63
1

매칭 그랜트

2015 2016

11
6

12
8

자체성금

2015 2016

40
,78
8 55
,46
4

KTX 공공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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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철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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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철도운영

코레일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 전사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하고 있으며 환경전략 체계 정립,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 및 환경경영 나눔 활동을 추진하여 친환경 철도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환경운영관리 체계 확립

• 고효율 전기철도차량 확대운영

• 친환경 철도 투자 증대

신규차량 도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환경변 화  

사전 대응

•환경시설 투자

•녹색제품 구매

•철도차량 운행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친환경 철도운영

환경경영 운영방침

코레일은 대표적 녹색교통인 철도운영의 선두기업으로 선진철도기관 

및 산업별 최고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자 환경경영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환경관리, 친환경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환경보존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운영조직

코레일은 환경경영 운영방침의 원활한 수행 및 체계적인 환경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사에 환경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현업인 지역본부, 

물류사업단, 차량정비단 및 부속사무소에 있는 약 70여 명의 담당자

들과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 및 외부 관계기관과의 업무소통 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환경자문회, 철도 환경분야 기술교류회, 철도운영기관 환경협의회 등 

철도의 친환경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통분야 환경경영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도운영

비전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

3대 전략 기후변화 종합대응 환경운영 관리 고도화 대내외 고객만족

12대 과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체계 강화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반 조성

• 탄소경영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용 합리화

•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토양오염 예방·대응·관리 체계 구축

• 실효적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

• 소음관리 강화 및 新 환경 규제의 효과적 대응

•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

• 역사 및 열차내 쾌적한 환경 조성

• 환경사랑 나눔 활동

• 환경 역량 강화

목표 환경경영 정착 및 기후변화 적응 기반 마련

•각종 오염 배출 규제 강화 및 자원 재활용 극대화

•사전적·예방적 관리를 통한 Risk Zero화

첫째, 배출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전사적인 환경관리에 힘씁니다.

•NGO 및 지자체와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기업의 환경 신뢰도 향상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및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

넷째,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사용으로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 강화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로 환경 신뢰도를 높여 기업이미지 향상

둘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송산업의 친환경성 향상에 노력합니다.

•국제동향 및 기후변화 이슈대응을 위한 대내ㆍ외 활동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셋째, 국제기후협약에 따른 환경규제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사 

(기획조정실 

환경시스템처)

지역본부(12개) 차량융합기술단(4개) 부속사무소(1개) 물류사업단(6개)

친환경 철도운영 전략 체계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선진 환경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관리와 엄격한 내·외부 환경심사를 실시하여 철도 운영으로 인한 배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70% 감축시킬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며 선진철도기관 및 최고 

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환경경영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실장1, 처장1, 부장2, 기획부4, 운영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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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 투자관리

코레일은 분야별 환경투자·비용 분석을 시행하고 차기년도 환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환경비용 투자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높이고 환경예

산의 투명한 집행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투명공개

코레일은 홈페이지(www.korail.com)와 환경경영보고서 (’06년 최초 발행)를  

통해 고객에게 투명한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인력 양성

코레일은 환경기술·정보공유, 환경보전 및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능력을 겸비한 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 담당자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녹색환경관리 등 자체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토양,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 등  

환경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2016년 현재 환경업무 담당자 및 

임직원이 총 22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운영 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코레일은 환경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며 환경자원·시설·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환경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보시스템(ERP)

환경경영 추진 로드맵

코레일은 2025년까지의 장기 목표와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감축정책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에 책임을 다하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자원을 관리 

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2017~2019) 중기 (2020~2022) 장기 (2023~2025)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530,129톤 CO2-eq)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582,237톤 CO2-eq)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639,508톤 CO2-eq)

실행과제

• 기후변화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경영체계 구현

• 철도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 탄소배출권 거래(2차 기간) 참여  

대비 환경경영 강화 

: 환경정보시스템 검증 

: 에너지미터기 단계적 도입

• 친환경 사업 추진 

: 기술개발사업 비교·경쟁을 통한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및 설계 

:태양광, 풍력, 지열 등

• 새로운 환경규제(빛공해, 전자파 등)  

대책 수립

• 환경비용 관리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고도화

•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및 환류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에  

적합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목표 달성 

:철도차량 에너지소비량 측정 및 분석

• 친환경 시설 확충

• 신재생에너지 시범 설치 

:3MW급 태양광 발전설비

• 철도분야 신 환경규제 매뉴얼 작성

•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체계 확립

• 기후변화 적응 2차 대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사업 발굴 및 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경영 확대

• 환경경영 통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설치 확대 검토

환경경영 활동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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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정립 ERP 시스템(KOVIS)과 통합 환경경영 정보시스템 기초정보

온실가스 배출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질 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배출

소음/진동 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용

녹색제품 구매

차량,시설 등 설비 관리 / 물품 구매관리

각종 문서관리 / 업무처리 시스템

재무회계 관리 / 시설 자재관리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량 관리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허가대상 환경시설 관리 / 화학물질 마스터 관리

환경성과평가 지표 설정 / 녹색제품 정보 관리

2015 환경경영보고서 2016 환경경영보고서

환경운영 프로세스 정 및 ERP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환경시설과 

환경운영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로 빅데이터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규 제정·개정

코레일의 환경관련 활동은 사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범위와 

책임, 권한수준에 따라 규정과 세칙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사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6.12.31일 기준)

자격명 보유수(개) 자격명 보유수(개)

토양환경기술사 1 토양환경기사 4

대기환경기사 22 대기환경산업기사 39

소음진동기사 15 소음진동산업기사 1

수질환경기사 39 수질환경산업기사 37

폐기물처리기사 19 폐기물처리산업기사 31

환경기능사 11 기타 환경관련 3

외부기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9회18회17회16회15회14회 20회집합

2014
2015
2016

6회 (40명)
10회 (130명)

15회 (123명)

환경교육 현황 및 수료인원

자체교육

1회 2회 3회 4회 15회집합 OJT

2014 3회 (287명)
2015 3회 (110명)
2016 4회 (107명)

전
직
원

2014 20162015

환경 프로보노 활동

나눔경영의 시작, 코레일 환경프로보노

코레일은 환경분야에 축전된 노하우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들

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NGO 단

체에 환경분야 기술지원 컨설팅,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지역기업과 동반성장을 이

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전문기술의 나눔·확산 활동인 

프로보노 퍼블리코를 환경분야에 접목하여 2011년도 부터 본사활동

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전사로 확대 시행하여 2016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간사(환경운영부장)

본사 추진단

차량융합기술단 추진단

지역본부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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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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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 관리

수질관리

코레일은 역과 사업소 등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등의 수선과 세차/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열차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그리고 차량검수 시설과 역운영 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 등 폐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기 

보급과 수압조절 등을 통하여 물 절약을 실천하고 중수도 설치, 방류폐수 

재활용, 빗물 재이용 설비 설치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코레일은 열차와 역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와 배출  

감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폐기물 분리·보관장을 설치 운영하고, 

소속별로 폐기물 감 량 및 재활용 목표 설정,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전문 처리업체 선정 및 배출시간 지정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코레일은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기

설비 가동과 지하 터널구간 및 철도역사 공기조화 설비 청소 등 대기

환경 보전과 환경 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 공기질 

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96개 전 역사(지상 34역, 지하 62역)의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서부 2

수도권동부 1

충북 1

대전충남 4

전북 1

광주 4

전남 1

경북 3

대구 3

부산경남 1

지역본부별 토양측정망 현황

대기오염 방지설비 운영 철도토양측정망(철도용지 관리)

폐수 및 객차오수 처리량  폐수처리량  객차오수 처리량

2014 2015 2016

24
2,0
32

23
0,4
11 28
1,9
11

79
,68
0

82
,69
2

79
,17
1

구분 측정항목 기준치

측정결과(평균)

2014 2015 2016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유지기준

미세먼지(㎍/㎥) 150 이하 82 63 76 43 6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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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43 24 21 14 11 10

일산화탄소(ppm) 10 이하 1 1 1 1 1 1

토양정화 프로세스

지자체 | 조치명령

정화책임자 | 토양정화계획서 제출

정화책임자 | 토양정화공사

지자체 | 토양정화검증

토양정화완료

(검증계획수립 → 과정검증 → 완료검증)

토양관리

코레일은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발견된 지점은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토양오염도를 측정

하는 철도용지 토양측정망 21개 지점은 모두 "1지역"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내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철도용지(3지역)  

기준양호한 관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철류 폐유액상 폐유고상

지정폐기물

1,5881,292

1,255

일반폐기물

1,9561,370

1,487

 2014  2015  2016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톤)

구분
열차 재활용 역사 재활용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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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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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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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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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309 86 572 191,071 53,128 6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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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재활용 현황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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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코레일은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철도 구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탄소경영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대응

• 온실가스 감축

• 생활에너지 사용량 지속 감축

• 에너지 진단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신규차량 도입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녹색경영시스템 확대 적용 친환경사업 발굴 및 시설 확충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신환경규제 

:  환경시설통합관리법,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등

감축목표량 (단위: tCO2-eq)

172,343

188,962

186,973

2018

2019

2020

•2016년 공공기관 최초 ‘올해의 녹색상품’ 5년 연속 수상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162.0만tCO2-eq

•KTX(용산-목포 노선)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인증 취득

•CDP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수상

소음·진동 관리

코레일은 열차의 추진장치에 의한 기계소음과 레일 구름에 의한 전동

소음, 열차 전두부 및 팬토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 기타 운행시 발생

되는 소음(기적취명, 경보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차기적 사용을 

방음벽1 방음벽2 방음벽3

간섭형 방음벽 터널 벨마우스 흡음블럭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외 소음권고기준을 

적용한 저소음 차량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장대레일 부설과 방진  

체결구 및 선로(개량)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적극적 업무협의로 선로변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음측정 현황 (단위: Leq dB(A))

58 62

56 60

낮 낮

밤 밤

지면 위 최고치 예상층

2015 20152016 20162014 2014

58 61

55 59

57 59

54 57

COExISt wIT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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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 확대

코레일은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전기차량을 확대 도입

하고 친환경 고속차량을 운행하며,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디젤차량 총 466량과 

전기차량 4,391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젤차량 새마을동차(PMC)의 

운행을 중지한 후 ITX-새마을 전기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친환경성  

철도운행을 강화하여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합계
전기차량 디젤차량

소계 고속 동차 기관차 소계 동차 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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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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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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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률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tCO2-eq)

연도 구분 수치 감축률

2014
배출허용량 1,960,581

16.38%
배출량 1,639,366

2015
배출허용량 1,923,804

13.98%
배출량 1,654,813

2016
배출허용량 1,900,962

14.76%
배출량 1,620,307

온실가스 인벤토리

코레일은 철도운행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산정

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출원은 철도 운전용에너지와 철도시설물운영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구분되며 전국 27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매월 및 분기별 피드백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전문기관의 검증에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코레일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저히 준수하며 배출허용량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실

가스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관리하며 전사조직을 갖추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현황

코레일의 2016년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162.0만 톤 CO2-eq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2010년도 배출량(167.9만톤  

CO2-eq) 대비 약 3.5%를 감축한 성과이며, 2015년도 배출량(165.5

만톤 CO2-eq) 대비 3.5만톤 CO2-eq이 감축된 양으로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단위: tCO2-eq)(단위: tCO2-eq)(단위: tCO2-eq)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전기차량 디젤차량

전기사용량

•전기철도차량

•일반전력(사옥, 역사 등)

•일반전력(기계, 설비 등)

기타사용량

•기계설비

•업무용자동차연료

•냉난방연료

ERP 시스템
소속별 사용  
데이트 입력,

내부 자체 피드백

외부검증

NGMS 시스템 입력

철도운전용 경유 사용량 (디젤동차, 디젤기관차, 특수차량)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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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량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단위: tCO2-eq)

2014

1,639,366

2015

1,654,813

2016

1,620,307

예상배출량

배출목표량

감축목표량

자체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

코레일은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철도 구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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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용

코레일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위하여 태양광에너지·태양열에너지· 

지열에너지 설비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탄소경영에 대한 대외적 성과 인정

코레일은 철도분야 최초로 2011년 KTX(서울-부산 노선)에 대한 환경

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는 ITX-새마을

(서울-부산 노선), 2016년 KTX(용산-목포 노선)의 환경성적표지(탄소

발자국)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은  

코레일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 

으로, 자동차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철도의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코레일은 Korea Climate 

Change Report 2016에서 탄소정보에 대한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 

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탄소경영특별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출 기준 관련차량 온실가스 총 배출량 로고

KTX(서울-부산 노선) 1인 편도 기준 10.21

KTX(용산-목포 노선) 1인 편도 기준 8.96

ITX-새마을(서울-부산 노선) 1인 편도 기준 12.23

에너지

에너지 관리

코레일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계절별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지속적인 감축과 전기철도차량의 효율적 운행, 철도차량  

운전용 에너지 저감활동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녹색교통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풍력, 태양열 

설비 등의 운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하여 정부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에너지 사용 실적 (단위: TJ, %)

구분
2014 2015 2016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철도 운전용

경유 5,508 18.1 4,956 16.0 4,35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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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26,724 88.0 26.972 87.0 26,538 86.5

생활용

전력 3,335 11.0 3,584 11.6 3,796 12.4

냉난방 262 0.9 371 1.2 284 0.9

자동차 62 0.2 64 0.2 68 0.2

소계 3,659 12.0 4,019 13.0 4,148 13.5

합계 30,383 100.0 30,991 100.0 30,686 100.0

태양광(월곶역) 태양열(신도림역) 지열(정읍역)

에너지 소비량   (단위:TJ)

(단위: kgCO2/인·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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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수상실적 및 가입현황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결과

KORAIL의 UN SDGs 이행 현황

GRI G4 Index

제 3자 검증 의견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APPeNDI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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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임직원

고용

총 임직원 수 명 27,461.25 26,498 26,394

기간제 근로자 직원수(남/여) 명 276(25) 278(27) 186(27)

연령별

직원 수

25세 미만 명 59 124 33

25~34세 명 2,159.625 2,334.375 2,163

35~44세 명 9,766 9,519.625 7,645

45~54세 명 11,910.875 11,765.625 12,296

55세 이상 명 3,565.75 2,754.5 4,257

장애인 고용(의무고용률 3.0%) 명(%) 938(3.3) 887(3.2) 847(3.1)

고령자 고용(의무고용률 6.0%) 명(%) 2,725(9.7) 2,988(10.9) 4,388(16.3)

평균 근속 연수 년 18.2 18.6 19.2

안심일터구현율 재해자수/근로자수 0.273 0.250 0.205

채용

총 신규채용 인원 수 명 500 319 599

연령별

신규채용

20세 이하 명 2 13 0

21~25세 명 243.5 123 187

26~40세 명 219 143 310

31~35세 명 31 31.5 75

36~40세 명 4 6 16

41세 이상 명 0.5 2.5 11

지역별

신규채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명 271.5 129.5 265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명 228.5 189.5 334

퇴직 퇴직율(%) % 4.0 3.8 1.8

여성인력

여성 직원 수 명 2,712 2,747 2,815

여성 고용(의무고용률 7.67%) % 9.65 10.02 10.46

여성관리자 수(비율) 명(%) 316(3.77) 317(4.05) 340(4.6)

신규 채용 여성수(비율) 명(%) 149(29.8) 55(17.2) 98(16.4)

교육

교육예산 백만 원 6,021 8,423 8,451

1인당 교육비 천 원 220 317 320

1인당 교육시간 시간 54 32 46.8

고객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점 A등급 A등급 A등급

정시운행률 KTX정시운행률(UIC기준) % 99.88 99.90 99.87

협력회사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억 원 6,703 6,249 6,310

중소기업 구매 비율 % 58.9 76.7 76.2

금융지원 실적 억 원 645 - -

지역사회

기금조성
러브펀드 백만 원 630 589 639

매칭 그랜트 백만 원 603 673 630

봉사시간 1인당 봉사시간 시간 12.8 13.0 11.5

경제성과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자산
유동자산 55,188 9,527 10,961

비유동자산 166,893 172,460 174,168

자산총계 222,081 181,987 185,129

부채

유동부채 55,492 28,067 29,087

비유동부채 123,117 106,435 108,355

부채총계 178,609 134,502 137,441

자본

납입자본 95,989 99,890 101,038

결손금 (84,581) (82,830) (83,877)

기타자본구성요소 30,149 29,507 29,305

비지배지분 1,916 918 1,221

자본총계 43,472 47,485 47,688

요약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50,937 55,160 56,936

매출원가 47,205 51,089 52,324

매출총이익 3,732 4,071 4,612

판매비와관리비 2,732 2,935 3,396

영업이익 1,001 1,136 1,216

기타수익 99 227 340

기타비용 307 337 529

기타이익(손실) (1,228) 696 563

금융수익 1,030 1,027 455

금융원가 6,154 5,721 4,543

관계기업과공동기업관련이익 199 209 178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손실 5,361 2,764 2,320

계속영업법인세수익 (41) (2,194) (55)

계속영업손실 5,320 569 2,265

중단영업이익 1,937 1,433 -

당기순이익(손실) (3,383) 864 (2,265)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542) 823 (2,05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58 41 (207)

기타포괄손익(세후) (597) 757 1,324

총포괄이익(손실) (3,981) 1,621 (94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139) 1,581 (734)

비지배지분 158 39 (207)

지속가능경영 성과

222,0812014

181,9872015

185,1292016

자산 (단위: 억 원)

50,9372014

55,1602015

56,9362016

매출액 (단위: 억 원)

178,6092014

134,5022015

137,4412016

부채 (단위: 억 원)

1,0012014

1,1362015

1,2162016

영업이익 (단위: 억 원)

43,4722014

47,4852015

47,6882016

자본 (단위: 억 원)

(3,383) 2014

8642015

(2,265) 2016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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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연도 수상내역 주관

2016

올해의 녹색상품(S-Train)_5년연속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소비자중심경영(CCM) 기관인증_4회연속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기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관광의 별(분천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행정자치부장관상(KTX매거진) (사)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보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미래창조과학부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특별상 CDP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201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수상 국민안전처

을지훈련 우수기관 수상 국토교통부

공공구매 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청

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특허청

발명진흥활동 유공 국무총리 표창 특허청

갤럭시 어워드(Galaxy Awards) MerComm Inc.

지속가능성보고서상 KRCA) 한국표준협회

2017

올해의 녹색상품(ITX-새마을)_6년연속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대상 산업정책연구원

2017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 발명혁신 기술전시회 금상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 safety together 수상 대한산업안전협회

2017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 금상 수상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NRCT)

단체가입 현황

국내 국외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UN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물류협회 •철도산업위원회

•한국지식경영학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한국지부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서울행정학회 •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감사협회 •대한교통학회 •한국전자기술협회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UNGC(유엔글로벌컴팩트) •WCRR(국체철도학술대회)

•UIC(국제철도연맹) •OSJD(국체철도협약)

•EURAIL SPEED(고속철도국제회의) •한러 철도교류협력

•CCTT(시베리아횡단교통조정협의회) •한중몽 철도교류협력

•한일 철도교류협력

수상실적 및 가입현황환경성과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에너지 사용량

철도운전용 경유 TJ 5,508 4,956 4,351

철도운전용 전력 TJ 21,216 22,016 22,187

생활전력 TJ 3,335 3,584 3,796

냉·난방연료 TJ 262 371 284

업무용 자동차 TJ 62 64 68

계 TJ 30,383 30,991 30,686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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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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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전력 tCO2eq 162,000 174,079 184,363

냉·난방연료 tCO2eq 14,309 21,576 15,137

업무용 자동차 tCO2eq 4,323 4,479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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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 투자

수질 백만 원 179 103 430

대기 백만 원 10 153 150

토양 백만 원 1,145 214 134

폐기물 백만 원 80 61 99

계 백만 원 1,414 531 813

환경영향 관리

용수재사용량 ton 138,848 130,312 151,051

재사용 비율 % 2.61 2.37 2.61

폐수 처리량 ㎥ 242,032 230,411 281,911

사업장폐기물(일반) 처리량 ton 1,370 1,956 1,487

지정폐기물 처리량 ton 1,292 1,58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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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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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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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율 % 96.59 83.66 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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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코레일은 5대 관광벨트를 완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맛집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공동 사회공헌재단 설립과 철도체험 

학습장,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레일 빌리지, 해피트레인 등  

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향후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철도망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 결론

코레일은 ISO 26000 대응 수준 진단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940

점을 획득하여 SR IV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레일은 

도약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욕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조직 전 단계가 참여적으로 

확산해 가는 단계이며, 인권과 노동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의  

이행수준이 우수하였습니다. 향후 철도운영 전문기업으로써 고객의 

열차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최고 수준의 열차안전을 확보

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1일

한국표준협회 회장 백수현

7대 핵심 주제 분야별 권고사항

① 조직 거버넌스

코레일은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핵심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전

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정책과 방향,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고의사 

결정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인권

코레일은 인사규정 및 윤리강령에 인권 존중, 평등고용,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였고 인권관련 고충처리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철도운영과 관련된 모든 종사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화하여 관련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부 지원이 

확대되기를 권고합니다.

③ 노동관행

코레일은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잦은 인사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권고합니다.

④ 환경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고효율 철도차량을 확대

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됩니다. 장기적

으로 토양, 폐기물, 소음 및 진동 등 환경 관리수준을 단순 법규준수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합니다.

⑤ 공정운행관행

코레일은 동반성장 전담조직(동반성장센터)을 설립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채널을 활성화

하고 근무태만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⑥ 소비자 이슈

코레일은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 

기능 개선,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고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안전 관리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열차사고에 

대비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범위

한국표준협회는 코레일의 전반적인 대내·외 활동과 중장기 전략,  

사회적 책임 활동, 지속가능경영 전략 이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는 관련 저액 및 활동에 대한 내부문건, 성과 

데이터 및 산출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진단방법

한국표준협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근거 수집 및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내부 자료 검토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별 담당자 인터뷰 수행

코레일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진단기준

한국표준협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

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ISO 

26000 체크리스트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7대 핵심주제(조직,  

거버넌스, 환경,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공정운영 관행)에 대한 성과진단을 포함하며,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 체크리스트에 따라 코레일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을 진단 

하였습니다.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결과

구분 세부내용 점수

사회적 책임 인식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 검토 97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요구사항 검토를 통한 참여전략 

수립
98

핵심 주제와 이슈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쟁점 목록 작성 100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조직역량을 고려하여 개선 관리해야 할 쟁점의  

우선순위,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93.5

실행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94

의사소통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100

검증 성과와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과 보고 100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9.3

구분 세부내용 점수

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92

인권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준수하고 실현하는 활동
98.5

노동관행
조직 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96

환경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92

공정운영관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다른 조직 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92.3

소비자 이슈
소비자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정보와 계약, 지속

가능소비 촉진 등
94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95.5

한국표준협회는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

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 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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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인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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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100.0

93.5

94
100.0

100.0

9.3

실행

의사소통

검증

개선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핵심 주제와 이슈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진단 결과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 진단 결과

코레일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핵심  

주제와 이슈, 의사소통, 검증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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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8.5

96

9292.3

94

95.5

조직거버넌스

환경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인권

노동관행

7대 핵심 주제 진단

코레일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의 기대사항에 대한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특히 인권, 노동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의 이행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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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의 UN SDGs 이행 현황

KORAIL Sustainability Report 2016

• 코레일 빌리지  

(소외계층 생활공간 개선)

1  빈곤의 퇴치

• 사랑의 성금제도 운영

• 해피트레인

2  기근 퇴치와 식량 안보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 합리적인 복지후생제도 운영

3  건강한 삶과 복지

차별 없는 채용 및 인사•

불평등 해소 10  지속가능한 도시 및 11   

거주지 조성 0 

지역 사회공헌활동•

중소기업 제품 구매•

친환경 제품 구매•

지속가능한 소비 12

온실가스 감출•

에너지 절감 활동•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응•

기후변화 영향 방지 13 해양, 바다, 14  

해양자원의 보존 0

온배수 이용•

하수 및 폐수 관리•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보호 15

윤리경영 시스템•

부패방지 제도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평화, 정의 실현 16

UNGC 가입 및지지•

UC(국제철도연맹) 가입 및지지•

OSJD(국제철도협약) 제휴회원국•

한일 철도교류협력•  

(국토교통성, JR쿠슈, JR동일본)

글로벌 파트너십 17

• 임직원 교육 훈련

• 전사 안전의 날 지정

• KORAIL LEARNING MODEL 

직무교육

4  양질의 교육

• 차별 없는 채용 및 인사

• 양성평등 제도 시행

• 사회형평적 채용 시행

5  성평등과 여성인권 신장

• 수질오염물질 관리

• 폐수처리시설 용수 재이용

6  깨끗한 물과 위생

• 신재생에너지 도입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열린채용

• 선진적 노사문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경제가치 창출 및 배분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 안전 최우선 경영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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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분류 페이지

거버넌스 G4-34 지배구조 18

윤리및청렴 G4-56 윤리경영 21

경제

G4-EC1 경제가치창출 39

G4-EC7 간접경제효과 40, 43-47

G4-EC8 간접경제효과 40, 43-47

환경

G4-EN3 환경 69, 75

G4-EN6 환경 69

G4-EN7 환경 69

G4-EN10 환경 70, 75

G4-EN15 환경 66-67, 75

G4-EN16 환경 66-69

G4-EN18 환경 66-67

G4-EN22 환경 70

G4-EN23 환경 70

G4-EN29 환경 65

사회

G4-LA1 고용 50, 74

G4-LA2 고용 53

G4-LA3 고용 53

G4-LA5 고용 31

G4-LA6 고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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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 한국철도공사는 이해관계자를 가치구매 

고객, 가치영향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생산고객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좀 더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중앙에 두고 방사형태의 이해관계자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조직이 이해관계자를 바라보는 경영전략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바라보는 경영전략체계를 

구축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  경영가치체계와 지속가능경영체계의 통합: 한국철도공사는 경영

가치체계와 지속가능경영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핵심가치의 통합 차원에서 경영가치체계와 지속

가능경영체계의 통합을 권고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 

철도공사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 9. 7  대표이사 박기호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한국철도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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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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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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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G4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배출(Emissions): EN15, EN16, EN18

 •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EN22, EN23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EN29

 •  고용(Employment): LA1, LA2, LA3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5, LA6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LA9, LA11

 •  노동관행고충처리제도 

(Labor Practices Grievance Mechanisms): LA16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HR3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HR4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SO1

 •  반부패(Anti-Corruption): SO3, SO4

 •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SO7

 •  고객안전보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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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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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KMR 검증의견서

2016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16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한국철도

공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한국철도공사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

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기준으로AA1000AS 

(2008)를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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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  중요한 측면(Material Aspect) 일반적 경영접근방식(Generic 

DMA)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EC1

 •  간접 경제성과(Indirect Economic Impacts): EC7, EC8

 •  에너지(Energy): EN3, EN6, EN7

 •  용수(Water): EN10

제 3자 검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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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비전 사람, 세상,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전략

Trust (신뢰) Responsibility (책임) Ardor (열정) Innovation (혁신) Nature (환경)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윤리의식 내재화 등 기업과  

구성원의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

철도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동반성장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완수

열린 고용문화,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차별없는 인사정책  

실현과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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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철도 기업으로 성장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녹색철도 위상강화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의사결정

비전 수립 및 지속성장 고려한 경영활동 의사결정

CEO

이사회

지속가능경영 추진부서 및 역할

전략체계 주요분과 역할 및 중점관리분야 추진부서

신뢰받는

기업

지속분과
•지속가능경영 총괄 및 대외대응 •각 분야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

•인식수준 향상 및 홍보강화
문화홍보처

청렴분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운영 •임직원 윤리의식 내지화(교육, 제도개선 등)

•청렴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청렴조사처

사회적

책임완수

사회공헌분과
•전사 사회공헌활동 총괄 •업에 특화된 활동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지원
문화홍보처

동반성장분과 •동반성장 정책수립 및 추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총괄 물자관리처

열정적인

조직구현

인사분과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정부정책 총괄 •무차별 공정 인사(채용, 등용 등)

•직원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GWP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운영

인재육성처

보수복지처

보건분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운영 •임직원 윤리의식 내지화(교육, 제도개선 등)

•청렴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청렴조사처

고객만족

혁신기업

고객분과
•고객 서비스 향상 정책 수립 및 추진 •고객소통채널 활성화 및 의견수렴

•VOC 처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CS기획처

안전분과 •철도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고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혁신처

친환경

녹색철도

환경분과
•환경업무 정책 수립 및 총괄 •폐기물 관리체계 수립 및 실행

•친환경기술 도입 및 활용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정책 추진
환경시스템처

에너지분과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총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운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지속가능경영추진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방향설정

지속가능경영 실무 추진  

실행 및 운영

환경자문위원회 환경경영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휴먼에러연구위원회 직원안전 건강증진 정신건강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절대안전 안전기술력 불안전제거

투명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공정거래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재능나눔 지역공헌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고객서비스 의견반영 소통채널

추진동력  
부여

실행 및  

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