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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에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코레일이 연결한 수많은 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코레일은 더욱 광대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혁신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처럼 

누구나 풍요로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의 길,

코레일이 추구하는 창조의 길입니다.

 

미래와 행복을 연결하는 길,
코레일이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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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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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경인선의 힘찬 기적으로 근대화의 새벽을 깨운 이래

대한민국 철도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철도가 연결되고 기차역이 늘어날수록 

산업과 경제가 살아났고 국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국민과 만나는 코레일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KTX를 개통하여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간이역 디자인 프로젝트 등 

철길을 따라 예술과 감동의 향기를 전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며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생활의 동반자로 국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으로 

철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남북·대륙철도 시대,

코레일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해

반세기 이상 묻혀 있던 대륙철도의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런던행 열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날까지,

코레일은 한국철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 코레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사람, 세상, 미래와 함께하는 
국민행복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 

코레일

Vision

안전우선 

고객만족  

변화도전

핵심가치

흑자경영  

절대안전

창조경영  

조직혁신

경영방침

사람·세상·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Mission

2020년 경영목표경영가치체계 9.0% 19.3% 1.622건/백만km

영업이익률 미래 성장동력 사업 

매출 비중

안전운행

서비스율

지속가능경영지수고객만족도

(PCSI)

95.5점 AAA

국민행복 코레일, 희망창조 코레일
더욱더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국민행복 코레일’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코레일의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또한 세상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창조하겠다는 코레일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큰 행복과 열린 미래를 위해 코레일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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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운행거리 (2013년 기준)

철도거리 3,587.8km    

운행거리133,131,327km

여객사업 수송인원 (단위 : 천 명)

 2013                 132,033 

 2012                            125,817 

 2011                       121,769 

광역철도사업 수송인원 (단위 : 천 명)

 2013                                     1,098,363

 2012                        1,027,181

 2011                                       996,852 

물류사업 화물수송량 (단위 : 천 톤)

 2013               39,822 

 2012                                   40,309 

 2011             39,217 

고객의 행복이 성장 동력인 
코레일의 운송사업
코레일이 새로운 노선을 창조할 때마다 고객의 행복은 더욱 넓고 깊어집니다. 

또한 고객의 행복이 커질 때마다 코레일은 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고객의 행복은 코레일의 운송사업과 다원사업을 원대하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객사업 

300km/h 속도의 KTX를 기반으로 한국이 

개발한 고속열차 KTX-산천, ITX-새마을 등 

코레일의 여객사업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KTX 인천국제공항 직통 노선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1시간대로 운행할 노선을 창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TX 인천국제공항–강릉 노선 2017년 개통 예정

광역철도사업 

더 빠르고 더 편한 국민의 교통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충청남도를 

연결한 광역철도 및 ITX-청춘열차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 

철도운송에서 국제물류주선업까지 

종합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은, 철도수송에 적합한 전략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계절별 수요에 따라 

승무사업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원사업

역세권 및 자산개발, 관광 및 해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지역의 특산물

체험, 회의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철도차량의 정비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비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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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식과 참된 힐링, Let’s Korail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코레일은 기차여행상품 통합 브랜드인 

‘Let’s Korail’을 출범시켰습니다. ‘코레일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Let’s Korail’은 즐거움과 감동을 고객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 여행이 주는 설렘과 

행복, 여행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고객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 ‘Let’s Korail’은 앞장서서

관광강국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다.

코레일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철도관광벨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절경과 진미를 체험하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느낄 수 있는 철도관광벨트는 

국민행복을 위해 새로운 관광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V-train 중부내륙 O-train 남도해양 S-train 평화생명 DMZ-train

철도관광벨트 개발

평화생명벨트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 관광

DMZ-train

중부내륙벨트

백두대간의 천혜 자연 관광

O-train · V-train · A-train

서해골드벨트

갯벌 생태를 경험하는 
해안·어촌 관광

West Gold-train

남도해양벨트

남도 특유의 문화와 해양레저 체험

S-train

중부내륙벨트

남도해양벨트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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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열사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레일 계열사들은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다채로운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레일크루즈 해랑

바다 위의 명품 유람선을 철도와 접목한 해랑은 

국내 유일의 호텔식 관광 열차입니다. 

‘해와 더불어’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유람하는 해랑은 고품격 기차여행의 참된 

감동을 선사합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색소폰, 통기타 공연 등을 열차 내에서 즐기며 

영주, 영덕, 구미, 경주 등 경북지역의 청정 자연

생태와 다양한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시네마열차

열차 안에서 국내 최고의 와이너리 체험과 최신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충북 영동지역의 풍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열차

측면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 강릉, 동해, 

삼척을 잇는 58km의 아름다운 동해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E-train(교육열차)

교육, 문화, 여행, IT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초의 교육 전용 열차로 수학여행·기업연수 

등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ITX-청춘열차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되는, 국내 최초의 2층 

열차인 ITX-청춘열차에서는 젊고 낭만적인 

여행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유통 
www.korailretail.com

유통소매업

코레일공항철도
www.arex.or.kr

공항철도 운영

코레일로지스
www.koraillogis.com

철도연계물류사업

코레일관광개발
www.korailtravel.com

관광레저•열차 내 서비스

코레일네트웍스
www.korailnetworks.com

역무관리•주차장 운영

코레일테크
www.korailtech.kr

철도관련 공사 및 보수



a 
New 
Future 
Created 
by 
Korail

코레일의 미래는 항상 국민행복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그 미래는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 온

코레일의 저력에서 비롯됩니다. 

국민행복과 세상의 번영을 위한 길, 

대한민국과 세계가, 현재와 미래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장의 접점을 창조하는 길, 

코레일이 열어나가는 철의 실크로드입니다. 

코레일이 창조하는 
미래의 길  



Bangkok

Yangon 

Mandalay
Dacca

Changchun

Dali

Ulaanbaatar

Berlin
TSR

Singapore

Hai Phong

Harbin
Khabarovsk

Shanghai

Guang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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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zh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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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sibi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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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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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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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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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Chi Minh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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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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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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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hodka

Lianyungang

Manzhouli

Karaymskaya

Beijing
Tianjin

Alashan

Khasi

OshIstanbul 

Teheran Mashhad

Sarakhs

 Tashkent 

Aktogai

Khasan
Rajin

TMGR

TMR

Dandong
Sinuiju

Saint Petersburg

Seoul

TCR

Grodekovo

Ulan-Ude

2015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원탁회의 개최

국제적인 철도협력기구인 OSJD는 

1956년 6월 28일 불가리아에서 결성된,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협력기구입니다. 

코레일은 2014년에 제휴회원으로 가입, 

북한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러시아철도 등 27개 회원국 

사장단이 참여하는 OSJD 사장단 원탁회의와 

물류분과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2015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원정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원정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원정대가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여행하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더욱 원대한 꿈을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남북철도 실현 노력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남북·대륙철도

사업 전담조직 신설, 개성통근 열차운행 등 

코레일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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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세계로, 

세계를 미래로 

이끄는 길,

코레일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는 변화의 길을 

얼마나 선진적이고 혁신적으로 

창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제통관시스템을 

갖춘 도라산역 등 코레일의 글로벌리즘은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로, 

세계를 미래로 연결하는 길, 

코레일이 선도하겠습니다. 

G l o b a l     K o r a i l  
 

실크로드 

원정대

TKR
한반도 

종단철도
부산에서 서울, 평양을 

통해 신의주로 

연결되는 철도.

Busan

Hong Kong

Kuala Lumpur



C r e a t i v e     K o r a i l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  

코레일이 

창조하겠습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새로운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기쁨, 

더 많은 지역의 번영을 위해 고객의 니즈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만나게 하는 설렘,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보람, 

이 모든 것은 코레일의 창조경영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 

철도관광벨트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접근성이 낮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과 그동안 운행되지 않았던 노선을 

개발·연결해서 탄생한 창의적인 관광 프로젝트

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으로 만든 다양한 

체험관광, 관광자원을 되살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간이역사업 등을 

통해 창조경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악기퍼포먼스, 사물놀이 등의 

문화예술을 간이역 공연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정보 통합관리

광역교통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철도는 

물론 버스, 지하철까지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레일플러스 카드’ 같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의 이동패턴을 분석해 더욱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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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미래, 

푸른 희망  

코레일이 

키워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소나무 

12.4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렇듯 어느 교통수단보다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철도는 대한민국 전역을 맑고 

푸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 r e e n     K o r a i l     
친환경 녹색철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프로젝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능력 향상, 환경 친화적 

철도부지 만들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질 및 대기관리는 물론 폐기물과 토양, 

그리고 소음 및 진동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kg

탄
소

배
출

량

2
철도운송서비스 1인 편도기준 (누리로 서울 - 신창 노선)

탄소성적표지 인증

교통기관별 CO2 배출비중

단위 % 

CO2 배출비중

에너지 소비비중

철도 이용시 소나무 심는 효과
서울~부산 / 단위 : kgCO2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할 경우 소나무를 12.4그루 

심는 효과 발생  *소나무 1그루는 약 5kgCO2 흡수

74.0

11.9

62.1

철도 승용차

철도 도로 해운 항공

0.71.4

77.7 79.5

12.7
11.4

8.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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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승차권 예매부터 기차역 정보까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 개발처럼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그 순간부터 

코레일의 고객감동은 시작됩니다. 

간이역을 문화 공간으로 바꿔 지역공동체와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제공하고,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 

역사를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예술적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코레일이 

준비한 고객감동입니다.

코레일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고객감동의 

하모니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중심 서비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예매 

서비스, 고객의 불편요인이었던 출입구 표 확인

을 없애고 열차 내에서 편안하게 좌석을 

확인받는 셀프티켓서비스 등 고객의 실질적인 

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오픈콘서트홀’ 공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매체 개선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고객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중심 서비스

코레일은 고객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SNS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센터와 

VOC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접수된 민원의 진행과정을 

문자서비스(SMS) 발송을 통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st 
Customer 
Service 
by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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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만족

인재양성

종합운송기업 코레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해 열린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기술, CS 분야 등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및 유연근무제 확대,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예정)자 지원 등 

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가족부 인증 4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명윤리경영 임원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CEO, 상임감사위원 등  

8인으로 구성된 ‘투명윤리경영 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감사인 제도

청렴한 조직문화, 효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부서별 자제 감사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준감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옴부즈만

고객이 요구한 서비스 개선 사항, 불편 민원 

등을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최상위 수준의 윤리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윤리경영에 기반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 및 엄정한 윤리 평가 등을 

통해 윤리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더욱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윤리경영

투명한 기업문화,

내일을 빛내는 

코레일의 가치입니다 

Ethical 
Management

Employee 
Satisfaction

코레일 가족들의 미소는 

고객만족을 융합하는 

에너지입니다

더욱 크고 깊은 고객감동을

만들고, 글로벌 종합운송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코레일의 모든 

임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열린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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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이자 핵심가치입니다. 

코레일은 실효성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 시스템

분기별 진행하던 레일상태 점검주기를 

2개월로 강화하고, 곡선레이저 장치를 활용해 

궤도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 발생하는 주요 고장정보를 실시

간 확인하는 열차운행정보 전송장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실시간 자동감시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휴먼안전센터 

기관사의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휴먼안전센터 설립 등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안전하게 고객을

모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많은 분들과 

나누어 세상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토대가 되는 풍요로운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코레일은 한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안전경영

코레일이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가치를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세상  

Safetyone 
with 
the 
World,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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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나눔

나눔경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능나눔, 행복나눔, 

지역공헌이라는 특화된 3대 핵심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약자에게 기차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해피트레인’, 낡은 주택을 수리해주는 

‘코레일빌리지’, ‘노숙인 자활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체험학습프로그램’,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코레일 행복나눔 웨딩’, 재능나눔 형태의

공연인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코레일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영

중소기업과 함께 최상의 철도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재예방과 안전협력

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서 구매까지 상생발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공공기관 40개사와 함께 

해외사업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촉진

코레일은 협력회사를 위해 중소기업명품마루, 

해외사업 공동추진 등의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

코레일이 지켜온 

오랜 전통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의 가치는 

코레일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코레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기술협력과 동반 

사업 진출, 국내·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Sharing
협력회사 상생 

Harmony 미래를 개척하는 상생,   

코레일이 

늘 함께합니다 



History

새로운 미래, 

광대한 꿈을

창조해온 코레일의 역사 

경인선의 기적으로 그 서막을 연

코레일의 역사는 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전의 길이었습니다. 

코레일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세계 철도사에 가장 빛나는 별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899
경인철도 개통

1979
국산 디젤기관차 운행 

2005
한국철도공사 (KORAIL) 출범 

2004
한국고속철도(KTX)개통     

2015
호남고속철도 개통 

2013
O·V·S-train 운행 

1974
수도권 전철 개통

코레일의 발자취

2010
KTX-산천 운행



300-72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www.korail.com . Tel : 1544-7788, 1588-7788

이 브로슈어는 친환경 용지와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