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the 
Green Network of KORAIL



02 www.korail.go.kr

Green Network KORAIL_Contents

Contents

Network of the Future

08 ■ 경 가치

10 ■ 남북철도연결의비전

12 ■ KTX 시대의개막

14 ■ 친환경그린네트워크

Network as a Leader

18 ■ 세계수준의KORAIL

20 ■ 경 혁신 윤리경

22 ■ 지역간여객사업

24 ■ 광역철도사업

26 ■ 물류사업

28 ■ 부대사업 자회사

Network for Humanity

32 ■ 인간중심의한국철도

안전시스템 첨단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인재양성시스템 사회공헌

35 ■ History



달린다는것은젊다는것입니다

달린다는것은꿈을꾸고있다는것입니다

한반도를넘어세계로내달릴한국철도공사의푸르른꿈!

그린네트워크, 코레일에지금승차하십시오

Welcome to the Green Network of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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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시베리아를지나세계로
더넓은무대에서한국철도와만나십시오

100년이넘는한국철도의역사는도전과극복의연속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같은수많은시련속에서도국민의발과국가발전의동맥이되어온한국철도는

2004년세계에서다섯번째로시속300km의고속철도(KTX) 시대를열었습니다. 

이와함께우리의독자적기술로개발한차세대한국형고속열차G7도최고시속352.4km의시험주행에

성공함으로써한국은이제세계정상급수준의기술력을가진철도선진국이되었습니다.

한국철도의이모든 광은격동의역사속에서보여주신고객여러분의따뜻한사랑이있었기에

가능했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결코여기서만족하지않고고객여러분의사랑과기대를모아

더나은미래로의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세계유일의분단국아픔을딛고일어서서남한과북한의철도를연결하고,이를발판으로

중국과시베리아를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철의실크로드’시대의견인차가되는것이

바로한국철도의꿈입니다. 

우리철도가한반도의시발점부산에서유럽까지달릴때한국은동북아시아의물류중심국가로

당당히자리잡게될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이벅찬꿈과함께고객의마음과안전을생각하는

휴먼네트워크세상, 환경을생각하는그린네트워크세상을실현하여인류의삶의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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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길을달린다면한국철도가아닙니다

누군가는보이는길을가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합니다

하지만우리의아이들에겐더큰무대와꿈이필요하기에

한국철도공사는보이지않는길까지생각합니다

Network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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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가치



한국철도공사의경 가치는
언제나미래를향해있습니다

풍요로운삶을창조하는Green Network
환경친화적인철도사업과다양한연관사업을통해국민생활의중심이되고모두에게더나은삶과가치있는미래를제공하겠습니다

비 전 POWER KORAIL 2010
2010년제2단계고속철도개통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시간혁명, 생활혁명을선도하여, 

고객만족도및공사부문취업선호도1위기업이되겠습니다.

경 이념 고객중심_ 가치창조_ 신뢰경

■고객중심 고객의입장에서고객의편익을최우선하는경 (고객가치)

■가치창조 사회적인가치를선도하는기업으로서성과를내는경 (기업가치)

■신뢰경 노사상호존중, 고객의안전보장, 윤리경 을통해사회적으로존경받는기업경 (사회가치) 

사원정신 따뜻한마음_ 열린사고_ 열정적행동

■따뜻한마음 고객과동료, 그관계를소중히여기는따뜻한인간미

■열린사고 미래지향적인 로벌마인드와긍정적사고

■열정적행동 사회적, 기업적가치를추구하는실천적도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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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시작한한반도의숨결이중국과시베리아를관통하여

유럽으로퍼져나가는모습, 당신의눈앞에펼쳐보이겠습니다

남북철도연결은남북경제협력을강화시키고활발한문화교류를촉진시켜

우리의오랜염원이던통일의꿈에성큼다가서게할것입니다. 

또한우리나라철도와러시아, 중국대륙철도가연계망을구축하게되면

한국철도는동북아철도르네상스의주역으로등장하게됩니다.

Green Network KORAIL_Network of the Future



남북철도연결,
‘철의실크로드’시대를
열어갑니다

길은언제나가능성을만듭니다 그래서우리는장대한길을꿈꿉니다

한반도가동북아의가능성을여는주역이되기를바라기때문입니다

남북철도연결은TKR(한반도종단), TCR(중국횡단), TSR(시베리아횡단)을

잇는'철의실크로드'를현실화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또한남북철도연결은부산에서파리까지열차를이용한여행을가능하게

할뿐만아니라, 물류비를획기적으로절감시킵니다.

이로써동북아시아와유럽을하나의시장으로발전시킬시발점이자종착점인

우리나라는경제교류와자원개발에핵심국가로참여하게될것입니다.

■ 한반도- 유럽간철의실크로드노선방안

부산/광양- 경원선- 평라선- 두만강- TSR - 유럽

부산/광양- 경원선- 남양- TMR - TSR - 유럽

부산/광양- 경의선- 신의주- TMR - TSR - 유럽

부산/광양- 경의선- 신의주- TMGR - TSR - 유럽

부산/광양- 경의선- 신의주- TCR - TSR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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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신칸센, 프랑스의TGV, 독일의ICE, 스페인의AVE에이어

대한민국의KTX가세계다섯번째로고속철도시대를열었습니다

KTX 정차역(경부선10개, 호남선11개)

경부선 :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양, 구포, 부산, 행신역

호남선 : 서대전, 계룡, 논산, 익산, 김제, 정읍, 장성, 송정리, 나주, 목포, 광주역

차 량 46편성, 920량(동력차92량, 동력객차92량, 객차736량)

KTX 수송실적

■개통이후총4,316만명승차(2005. 9. 30. 기준), 1일평균이용객8만5천명

■1일운행횟수136~160회(경부선100~122회, 호남선36~38회)

정시운행률

■고속열차운행취소사례없음

■정시운행률94.3%(도착지연시간5분이하기준)

경부선 2단계 고속철도 개통 예정(2010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

업무·여가활동공간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

■3시간이내서울접근가능인구대폭증가(2,800만명→3,400만명)

■고속철도정차역주변지역경제활성화

철도수송능력의 증대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경부·호남선기준84% 여객수송능력증가(일간10만명→18만명)

■시간절약·운행비절감등으로연간1조8,500억원의사회·경제적편익발생

KTX가대한민국을새롭게
변화시키고있습니다

시속300km의고속주행으로전국2시간대생활권시대를연KTX!

개통이후성공적인운 뒤에는세계수준의철도를꿈꾸는KORAIL의의지와열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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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교통정책이 로벌스탠다드입니다

한국철도는친환경적인교통시설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에

세계의어떤기준앞에서도당당합니다



멀리보면기업의이윤보다앞선가치가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친환경선진경 을적극실천하여

초일류환경기업이되고자합니다

환경적측면의철도경쟁력

지구온난화의주범인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월등하게적은철도-

온실가스배출량의경우, 철도여객은도로교통대비1/2.5,  철도화물은1/12에불과합니다.

철도에대한투자는도시를살리고, 우리나라를살리는길입니다. 

에너지효율면의철도경쟁력

에너지수입비용이급증하고있는이때에, 같은연료대비보다많은사람들을

수송할수있는운송수단을선택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것입니다. 

승용차로1명을수송할에너지면철도는16명을수송할만큼기름이적게듭니다. 

친환경그린네트워크세상을
열어갑니다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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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은새로운세계기준을만듭니다

적당한것은완벽한것에반드시집니다

그래서한국철도공사는세계수준으로는만족하지못합니다

세계의철도가따라오는한국철도, 세계의기준을

다시쓰는한국철도, 지켜보십시오

Network
as a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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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세계다섯번째의고속철도에서선진경 시스템(6시그마, IRIS, ERP)의

과감한도입까지- 한반도를넘어동북아로, 마침내는세계무대를

향한철도의새로운역사, 한국철도공사가쓰겠습니다

세계와어깨를겨루기위한앞선노력

■고객서비스제고및수송체계혁신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철도구현

■마케팅역량강화

■고객참여윤리경 의정착

■조직체계혁신및핵심역량강화

■건전한노사문화정착

■자회사의효율적인관리를통한경 효율화제고

■사회공헌활동

한국철도공사는여객·화물운송사업이외에도IT, 유통, 관광, 보험

까지 역을넓혀'운송종합서비스기업'으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설립근거및임무

■한국철도공사법(법률제7052호)에따라2005. 1. 1. 설립

■주요사업및임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및연계운송사업/

철도차량의정비및임대사업/철도역사및역세권개발사업/

기타부대사업등

재무현황('05. 9. 현재) 

■자산: 13조 7,739억원

■자본:  8조 8,710억원

수송제원('05. 9. 현재) 

■ 업거리: 3,377.7km

복선화율: 39.1% / 전철화율: 49.4% 

■1일열차운행

고속열차: 136회(주말160회) / (2005.11. 1. 기준)

일반여객·전동차: 2,542회/ 화물열차: 386회

■1일수입('05년계획)

고속열차: 29억원(연간1조518억원)

일반철도: 38억원(연간1조3,873억원)  

■차량보유: 총19,405량

고속열차(KTX) : 920량/ 일반열차: 18,485량

■선로길이: 7,745.9km (고속신선582.3km)  

■역수: 총640개역

| 세계수준의 KORAIL |

About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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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경쟁의시대에뒤쳐지지않고경쟁력을키워나가는일-

한국철도공사의경 혁신은당신이잠들때에도계속됩니다

6시그마경

지난2000년공공기관최초로도입된6시그마경 은

한국철도의21세기전사적기업경 전략으로서최첨단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개통하고운 하는데견인차가되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IRIS) 

통합정보시스템(Integrated Railroad Information System)은

고속철도와기존철도를안정적으로통합운 하기위해

고속철도운 의중추신경망에도입한첨단기술의집합체입니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은

거미줄처럼엮여있는철도공사의거대한업무를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통합하여경 혁신을이루고자하는시스템입니다. 

민족의애환을함께해온한국철도의100년이넘는역사는

어떤바람에도흔들리지않는뿌리깊은윤리경 의바탕이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체계적이고장기적인윤리경 마스터플랜아래,

공기업으로서한국철도공사가기업의윤리적책임을누구보다

가장먼저실천해야한다는신념을가지고, 보다공정하고투명하며

건전한기관으로거듭나고자합니다.

■실명제강화로경 의투명성제고

- 정책실명제, 계약실명제등

■공정·투명한거래질서확립

Management 
Innovation

| 경 혁신 윤리경 |

■고객서비스이행수준제고

■건전한노사문화정착

■사회공헌활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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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할인제도

10% 단체로철도를이용하는고객을위한- 단체할인

20% 예매시기에따라혜택이다른- 예매일별할인(KTX만적용)

30% KTX 미정차역을환승하는고객을위한- 환승할인

30% 철도를자주이용하는고객을위한- 할인카드

30% 주중출장고객을위한- 철도이용계약할인

37.5% 테이블석을이용하는고객을위한-  KTX 동반석승차권

50% 매일철도를이용하는고객을위한- 정기승차권

* 위할인율은최대할인적용기준

* 자세한사항은1544-7788 및www.korail.go.kr 참조

관광테마열차

■관광전용열차

- 국내유일의관광전용열차(총5량198석으로구성)

- 별실& 전망차, 이벤트& 카페, 전망차, 일반실로구성

- 음향시설, 상시스템, 이동도서관등최고급시설완비

- 정선레일바이크열차, 서울야경열차, 문학기행열차로활용

- 기업및단체의연수, 세미나, 지역축제등단체고객행사에대여

■테마관광열차

- 지역축제연계테마관광열차: 진주유등축제, 담양대나무축제,

하회마을전통문화체험여행등

- 계절별테마관광열차: 진해벚꽃열차, 월동강래프팅열차, 

가을단풍열차, 환상선눈꽃열차등

- KTX연계시티투어: 부산, 경주, 목포등

최적의열차운행체계로대한민국이라면어디든달리는열차! 

대한민국을하나로이어주는보이지않는원동력이되겠습니다

KTX는경부선과호남선을, 새마을호와무궁화호는

KTX 비수혜노선을주로담당하여, 출장길에오르시든기차여행을

하시든,  모든고객께만족을드리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외국인전용철도패스

■KOREA RAIL PASS(KR PASS)

- 구입방법: 해외판매처에서KR PASS 교환권을구입한후

국내의철도역에서KR PASS로교환

- 이용방법: 일정기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열차를구간이나

횟수에제한없이이용가능(특실·침대차제외)

- 판매처: 한국철도공사홈페이지(www. korail.go.kr)

여행종합정보부문및 문홈페이지참조

■KR & KOBEE PASS, KR & BEETLE PASS

- 이용방법: 부산- 후쿠오카간고속선박을왕복하고, 

일정기간한국철도를승차구간이나횟수에관계없이이용가능

- 해외판매처(일본)

KR & KOBEE PASS : 미래고속(T. 81-92-282-7888)

KR & BEETLE PASS : JR Kyushu Tour Agency

(T.81-92-281-2315)

한일공동승차권(내·외국인공용)

■이용방법: 한장의승차권으로한·일양국의철도와선박을

연계하여이용가능

■할인율: KTX 30%, 선박19 ~ 30%, JR철도9~30%

■판매처

한국: 홍익여행사(T. 02-717-1002)

일본: 일본여행(T.81-6-6312-1253)

Passenger Service

| 지역간여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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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철도사업|

Metropolitan Transit 

아침저녁으로당신의발이되어주는대표적인대중교통수단인전동차-

이제친환경고효율의전동차가수도권에서부터원주, 춘천, 문산

등의고객에게까지찾아가겠습니다

전철노선및취급역

■ 업노선: 7개노선242.1km 

※서울지하철134.9km, 도시철도152.0km, 인천지하철21.9km 

■전철 업취급역: 123개역(보통역72, 위탁역51) 

전동차보유 : 1,824량(193편성) 

1일전동열차운행

■평일2,035회,  토요일1,995회,  일·공휴일1,569회

■수송인원242만명, 수입13억원(연간8.8억명, 4,845억원)

'KORAIL 페스티벌' 문화한마당

■역및전동차내에서다양한문화공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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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물류허브를꿈꾸는한국철도의물류사업은지금도성장을

거듭하고있습니다

남북철도가운행되면한반도의경제동맥으로서중추적인역할을할

KORAIL의새로운선진물류서비스가시작됩니다

진보된철도물류정보시스템(http://logis.korail.go.kr) 구축으로

언제어디서나온라인을통해실시간화물운송정보조회및운송신청이

가능한고객맞춤형시스템을열어가겠습니다

■철도물류의장점: 대량수송,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성,

안전성, 전천후수송

■화물취급역: 265개역

■화차보유: 13,965량

■1일화물열차운행: 386회

■새로운화물운송수단개발: 고속내수컨테이너화물열차(Block Train),

냉연코일수송열차, 냉동컨테이너열차, 

변압기수송열차(Schnabel Car) 

| 물류사업|

Log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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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입장에서보면한국철도공사가뻗어가야할 역이보입니다

자율적책임경 으로더넓게성장해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역세권개발, 택지개발등종합부동산개발

■역구내점포운 및상품판매·제조업

■광고기획, 제작및광고대행

■주차장및철도연계수송서비스

■철도회원운 및전자화폐사업

■전자상거래및금융서비스

■철도궤도공사및선로유지보수

고객만족을위한약속

■역을고객및지역주민들의생활문화공간으로개방

■철도여행완결서비스제공을위한연계교통망및종합관광사업

■Door-to-Door 서비스로최상의편의제공

■사업다각화로다양한고객서비스요구에부응

앞으로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사업 역을효율적으로경 하는

종합서비스기업으로거듭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건전하고탄탄한재무구조가고객의미소로

돌아오기에, 한국철도공사의자회사는수익성증진을위해

지금도진보하고있습니다

수익사업

관리위탁사업

| 부대사업 자회사|

Other Businesses

브이캐시(주)

IP&C(주)

철도광고(주)

KTX관광레저(주)

코레일로지스(주)

파발마(주)

한국철도개발(주)

한국철도유통(주)

업종

통신업, 전자화폐

철도회원운 , 여행포털사이트운 - ktxfamily.com

광고대행, 광고설비제작- adrail21.com

관광전용열차, 국내외관광- ktx21.com

복합운송및운송주선

주차장운 , 역위탁운 - korail-pabalma.com

역세권개발

역구내점포, 열차내상품판매- korvans.com

회사명

회사명

철도산업개발(주)

코레일서비스넷(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한국철도시설산업(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철도종합서비스(주)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업종

건축물유지보수, 조경

철도고객센터위탁운

차량정비위탁, 부품제작- kr2.co.kr

건널목위탁관리

전기설비점검및보수

차량청소용역, 차량부품제조- krgs.co.kr

통합컨설팅,창고대행업, 물품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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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도지금도, 우리는사람을가장소중하게여깁니다

떠난다는것은, 도착한다는것은아직도가슴두근거리는일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단순히철로만들어진운송수단이아니라

사람과사람의마음을이어주는아름다운다리가되고싶습니다

Network
for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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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한국철도

Keep in touch - 

“연락하고지내요”라는이말속에는언제나사람내음이배어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최첨단의안전시스템을고집하는것도, 다양한고객서비스와인재양성을시도하는것도, 

소리없이사회공헌활동을해나가는것도오직한가지이유때문입니다

KORAIL은차가운철길위에서피어나는사람과사람간의온기와촉감을사랑하기때문입니다

귀경길의당신, 여행을떠나온당신, 출장을떠나는당신!

당신이바로한국철도공사의이유입니다 사람이우리의중심에있습니다



안전시스템
선진국수준의안전시스템구축으로철도사고Zero화실현! 

각분야의역량이모아져세계어느철도에도뒤지지않는

최첨단의안전운행을이루어내고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구축및예방대책수립

■공사운 환경에적합한안전관리체계정착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재난대비

- 정부, 지자체등과의통합적재난관리시스템구축

- 수도권지하구간등종합방화관리강화

- 자연재해예방대책추진

■산업안전기반구축및산재예방활동강화

■예방중심의열차운행안전확보

■사고(장애)의명확한규명및위기대응능력배양

KTX만의최첨단안전시스템

■기관사운전감시시스템

■최첨단3중제동장치

■전열차화재방지설비

■기타안전설비

속도및사건기록시스템, 사행동및탈선방지시스템, 각종선로

안전설비장치등다수의안전설비들이고속철도의안전을위해

준비되어있습니다.

첨단안전관리
철저한직업의식과빈틈없는기술력으로무장한프로들이모여

가장빠르고안전한한국철도를만들어갑니다

차량사업부문

■철도차량취득·폐기

■철도차량개량및유지보수

■철도차량유지보수용기계·설비·공구류의제작및구입

■ ISO 인증: ISO 9001(차량사업본부),

ISO 9001/14001(서울·대전·부산차량관리단)

하나의열차가달리기위해서뒤에서땀을흘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의열정은고객의만족스런미소에서비로소보여집니다

시설사업부문

■고속선유지보수관리

■안전관리체제구축으로무재해실현

- 강우자동경보시스템 - 철도교량홍수위자동경보시스템

- 철도절개면보강및감시시스템구축

■재해대책본부설치운

전기사업부문

■철도전기시설운용과유지보수

■차상신호(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구축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MBS) 구축

■철도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고속선주요시설원격 상감시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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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시스템
한명의소중한인재가수백명의만족을만든다는신념하에

로벌인재양성시스템을구축·운 하고있습니다

■핵심사업, 전문인력양성에역량집중

■경 리더의육성

■직무분야별핵심인력양성

■자체교육기관

- 철도인력개발원(본원및분원)

* 부속기관: 철도서비스아카데미

- 주요교육내용: 업, 서비스, 기술, 신사업, 기획등

사회공헌
한사람의만족, 한가족의기쁨, 작은마을의발전…

세상을조금씩따뜻하게할수있다면단한사람의미소만으로도

한국철도공사가사회공헌을지속해야할이유는충분합니다

■농촌사랑1사1촌자매결연

■미아찾기캠페인적극전개

■동아리중심의사회봉사활동활성화

■사랑의기금모금및불우이웃전달

■역사, 철길주변환경보전활동지원

■사랑의헌혈행사

■지역사회및대중의문화예술활동지원

- 코레일페스티벌등

고객서비스
열분의고객이한번이용하는철도보다는

한분의고객이열번이용하고싶은철도를만들어가는일, 

한국철도공사가깊이새기는마음입니다

예약발권서비스

■인터넷예약발권

■e-Ticket, Home-Ticket 서비스

■철도회원에대한휴대전화문자전송(SMS) 서비스

■전화예약및상담

-인터넷예약·안내: www.qubi.com

역·열차내서비스

■KTX 패 리라운지운 ■KTX 특송서비스

■유실물센터운

■조용한객실운 (KTX·새마을호특실, 무궁화호침대차)

■놀이방객차운 ■식당차·스낵카운

■휠체어승차공간 서비스

철도고객센터

전국단일전화번호로24시간표준화되고편리한여행안내및

예약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여행안내1544-7788    ■ 회원예약 1544-8545    

■ARS  1544-1188

종합관광안내소

서울·부산·대전·동대구·광주역등주요역에설치운 하며, 

모든관광안내와민원을원스톱으로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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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경인선에첫기적소리를울린이후

100년을넘게달려왔습니다 국민여러분의아낌없는사랑과격려로

발전을거듭한한국철도의발자취는곧대한민국의역사이기도합니다

한국철도는앞으로도고객과함께대한민국의새로운역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899. 9. 18.

경인선(노량진-제물포) 개통/
모갈 : 평균속도20㎞/h 

1900. 7. 8.

경성역(서울역) 업개시
1905. 1. 1.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대전-목포) 개통

1933. 4. 1.

부산-중국봉천(17시간45분)/
히카리 : 평균속도60㎞/h

1963. 9. 1.

교통부외청으로
철도청발족

1969. 2. 10.

서울-부산(5시간45분)/
맹호호 : 평균속도77㎞/h

1985. 11. 16.

서울-부산(4시간10분)/
새마을호 : 평균속도107㎞/h

1999. 9. 18.

한국철도100년

2003. 1. 24.

KORAIL C.I.선포
2004. 4. 1.

경부고속철도1단계개통/
KTX : 300㎞/h 

2005. 1. 1.

한국철도공사출범

2000

19001800

| History |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TEL : 1544-7788   /   FAX : 042- 472-3024

www.korai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