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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Company History

우리는이렇게 
달려왔습니다

2004

2005

2007

2013

2016

2020

• 2004 KTX관광레저       
  주식회사 법인설립

• 2005 정선레일바이크 개장

• 2005 금강산 관광열차 사업 개시

• 2006 KTX 승무서비스사업 개시

• 2006 KTX 특실 물품공급 서비스 운영

• 2007 바다열차 사업 개시

• 2007 새마을 승무서비스 사업 개시

• 2008 고품격 호텔식 열차 

          '레일크루즈 해랑’ 상품 출시

• 2008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사업 개시

• 2016 청도 레일바이크 사업개시

• 2017 5대벨트 관광열차 

              총판사업 개시

• 2017 경강선 KTX 

              승무서비스 사업 개시

• 2018 승무원 숙사관리 사업 개시

• 2019 SRT 고속열차 승무서비스 사업개시

• 2013 곡성 섬진강레일바이크  개통

• 2013 중부내륙관광열차(O,V train)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      

            승무서비스  및   판매사업 개시

• 2013 코레일 낙산연수원 위탁운영사업  

• 2014 서해금빛열차(G-train), 평화열차DMZ,  

                정선아리랑열차(A-train)  

               승무서비스 및 판매사업 개시

• 2014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사업 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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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 
철도여행전문 공공기관

고객감동
 철도서비스 전문기업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기업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 기관 표창

•  전통시장활성화 우수지원기관 선정 국무총리 기관 표창

•  KATA 우수여행상품 7년 연속 선정

•  소비자중심경영(CCM) 수여식 공정거래위원회 표창

• 문화체육관광부 제45회 관광의날 기념 대통령 기관표창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 3회 연속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 • 

2019

2018

2017

Aw
ar

ds문화체육관광부 
관광의날 기념 

대통령 기관표창

 소비자중심경영
CCM

국무총리 기관 표창

2018 2019 2019

공정거래위원회 표창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수상내역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Awards



회사연혁

코레일관광개발은
레일위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테마파크사업

관광여행 사업

유통사업

숙사관리사업

승무사업

지자체와 연계해 
기차를 테마로 한 
다양한 여행사업 

관광열차운영 및 
정부기관과 연계한 국내여행, 

다양한 기차여행 상품을 기획∙운영

한국철도 
낙산연수원 운영 및

철도 승무원 숙사관리 

열차 내 식음료 판매 및 
KTX특실비품 서비스 

공급 및 관리

KTX. SRT, KTX-산천, 
ITX-새마을호, 관광열차  등 
열차 내 고객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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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train travel

 Business  Area 



Company introduction

행복한 기차여행을 
꿈꿉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우수여행 상품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차여행으로 사화적 가치와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국내외 특화된 열차 인프라와 수년간 관광열차 운영 노하우로 

차별화된 기차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여행 사업

대표여행
◇ 레일크루즈 해랑, 바다열차, 팔도장터관광열차, 호수문화권 기차여행, 숲체험 기차여행 등

◇ 5대벨트관광열차(O.V.S.G.A,DMZ-train)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trai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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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train travel

레일크루즈 해랑 바다열차 팔도장터관광열차 기찻길 옆 숲체험호수문화권 기차여행

국내 유일의 
호텔식 관광열차

사계절 동해바다가
내 품안에

전통시장과 관광을 접목한
테마관광열차

힐링과 여행을 
동시에하는 웰니스여행

강원도의 호수 문화권
지역을 여행하는 기차상품

중부내륙을 하나로 잇는
관광열차

남도의 문화를 
이어주는 관광열차

온돌마루와 족욕시설을 
갖춘 관광열차

특별한 땅 DMZ를 
달리는 관광열차

운행구간
정동진역 ↔ 삼척해변역

 주요코스
삼척, 제천, 경주, 사천 등

 주요코스
전국일주, 동부권, 서부권

 주요코스
국립산림치유원, 양평치유의 숲 등 

 주요코스
화천 양구, 춘천, 인제, 홍천 등 

5대벨트관광열차

중부내륙순환열차 평화열차 DMZ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관광여행 사업

아름다운 강원도의 
비경을 달리는 관광열차 

정선아리랑열차

국내 최초
개방형 관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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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크루즈 해랑
국내유일 호텔식 관광열차

국내유일 호텔식 관광열차

프리미엄 서비스

대한민국 산해진미 여행

직접 타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특별한 기차여행!
해랑은 해외명소 어디보다도 값진 경험을 선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명소를 찾아보는 색다른경험
해외명소어디보다도 값진 경험을선사해 드립니다.

특급호텔 수준의 차별화된 승무서비스는 물론
고품격 열차 내 이벤트, 와인서비스, 다과, 식사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열차를 타고이동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지역명소의 맛과멋을 탐방합니다.

해랑 1호

해랑 2호

23실 ,  정원 54명

24실 ,  정원 72명

스위트룸(2인), 디럭스룸(2인), 패밀리룸(3인)

디럭스룸(2인), 패밀리룸(3인), 스탠다드룸(4인)

기업체 단체연수, 세미나, 수학여행, 모임 등 

행사목적에따라 일정및코스변동가능

단체 맞춤예약

구분 코스 일정 상품가격

정
규
코
스

2박 3일 전국일주 매주 화, 금 244만원
(2인기준)

1박 2일 동부권일주 격주 토 160만원
(2인기준)

1박 2일 서부권일주 격주 토 160만원
(2인기준)

설맞이, 추석, 
어린이날, 해맞이 상품별 상이

테
마
코
스

제주도, 봄꽃, 힐링, 
바캉스, 가을단풍, 

겨울레저 등
상품별 상이

여행코스 객실타입

우수여행상품 
7년연속 선정 

한국여행업협회

상기 가격은  비수기, 디럭스 룸 기준 입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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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열차
움직이는 53Km 동해바다 미술관

아름다운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바다열차
동해의 넘실거리는 파도와 눈부신 풍광을 담습니다.

운행구간

상품가격

열차구성

운행시각

강릉역 ↔ 삼척해변역(편도53km / 60분) 

강릉역 삼척해변역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 추암역

1 호차  2 호차  3 호차  4 호차  프로포즈룸 

특실  특실 가족석 일반실 1, 2호차 내

16,000원 16,000원
52,000원

4인기준
14,000원

50,000원
2인기준 / 와인, 초콜릿 등 제공

구    분   
1 회차  2  회차 1  회차

주말아침열차 연중운행

강릉역 출발 07:51 10:47 14:46

삼척해변역 출발 09:28 12:00 15:59

1 호차 3 호차2 호차 4 호차
30 석 6 개 (4인용)36 석 42 석

특실, 프로포즈 1실

특실, 일반실

가족석

프로포즈룸

영화 객실처럼 바다를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객실 

가족이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 객실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객실

특실, 프로포즈 2실 스낵바, 가족석 일반실, 포토존

trai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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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 ( 특실 30석 36석 / 일반실 42석 )

4인 기준 ( 6석 )

2인 기준 ( 3실 )



5대벨트관광열차
새로운 기차여행의 시작

대한민국 천혜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테마열차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운행구간

평화열차 DMZ-train

정선아리랑 열차 A-train

중부내륙관광열차  O.V-train

남도해양열차 S-train

서해금빛열차 G-train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역사와자연, 평화가공존하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달리는 관광열차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삶과 흥, 그리고
정선의 아름다운 비경과 그림 같은 자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테마열차 입니다.

고요한 중부내륙을 순환 운행하는 O-train 
백두대간 협곡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V-train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관광열차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성한 남도의 문화로
이어주는 SLOW 기차여행 입니다.

세계최초 한옥식온돌마루와
온천 족욕 시설을 갖춘 관광열차 입니다. 
풍요로운 자원이 가득한 
서해안의 명소를 찾아갑니다.

열 차 운행일  주요코스  열차구성  

   평화열차 DMZ-train  매주 수 ~ 일요일 용산 -서울-문산-운천-임진강-도라산 3량 136석

  서해금빛열차 G-train  매주 수 ~ 일요일 용산 -온양온천-예산-홍성-광천-잔항-군산-익산 5량 254석

  서해금빛열차 S-train  매주 수 ~ 일요일
전라   서울-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
경전   부산-마산-진주-하동-순천-벌교-득량-보성

5량 218석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  매주 수 ~ 일요일 영주 -봉화-춘양-분천-비동-양원-승부-철암 3량 158석

  중부내륙순환열차 O-train  매주 수 ~ 일요일 서울 -제천-단양-풍기-영주-봉회-분천-승부-철암 4량 199석

  정선아리랑열차 A-train  
매주 수 ~ 일요일

2, 7일 장날
청량리-원주-제천-영월-민둥산-정선-아우라지 4량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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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터관광열차
여행, 전통시장을 만나다

임시운행코스

열차구성

정기운행코스

  구     분 내      용  상품특전  

  출발일 매월  1, 3 주 토요일

온누리상품권
5,000원 권 증정

  상품가격 38,000 원 부터 

  주요코스
대구 서문시장,  보령  중앙시장,  태백  황지시장,  

전주  남부시장,  김천  평화시장,  광주  송정시장, 안동  구시장, 
정읍  샘고을 시장,  태안 특산물 전통시장, 영주  365시장 등

문화관광형시장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여행컨셉으로
전국으로떠날수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성화
전통시장

지역 대표
관광지 연계

다양한
혜택

각 지역시장마다 
다른 매력과 고유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가
다양한 여행

시장 주변의 대표 관광지, 
계절축제, 지역문화체험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기는 여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저렴한 여행비와 
모든 여행객에게

온누리상품권 증정

8량 / 496석

전국 팔도의 주요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상품을 운영 합니다.

단체행사 ∙ 동호회 ∙ 모임 등 고객의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코스, 식단, 이벤트 등을 기획 ∙ 운영 합니다.

(일반칸, 카페칸)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착한여행 

12

전통시장활성화
국무총리표창 

trai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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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비 UP
저렴한 여행비와 
지역관광을 함께

기찻길 옆 숲여행
진정한 '나'를 만나는  쉼표여행

정기운행코스

  구     분 내      용  상품특전  

  출발일 월별 상시출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으로

합리적인 상품가격

  상품가격 45,000 원 부터 

  주요코스

강원도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횡성숲체원

경상도
국립청도숲체원, 국립김천치유의숲,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대운산치유의숲

전라도 국립곡성치유의숲, 국립장성숲체원

충청도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예산숲체원, 국립제천치유의숲

경기도 국립양평치유의숲

전국 13개 산림복지시설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 위 코스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제천치유의숲

국립청도숲체원

국립김천치유의숲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국립곡성치유의숲

국립장성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예산숲체원

국립양평치유의숲

칠곡

강릉

횡성

제천

양평

예산

대전

김천

울산

청도

영주,예천

곡성

장성

13개
산림복지시설연계

웰니스관광
#산림 #치유 #힐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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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홍천

춘천

인제
화천

춘천, 홍천, 양구, 화천, 인제의 호수로 떠나는여행

호수문화권 기차여행이란?

북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365일 축제가 시작되는 곳
청정자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체면적의 85% 가 산림으로이루어진 
홍천9경부터 청정자연을 즐기는
다이나믹 레포츠까지! 

호수문화권 기차여행

'소양강 처녀'의 배경 
호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춘천
춘천가는 기차를 타고 추억여행 떠나요

춘천시

인제군

동화같은 자작나무 숲이 있는 곳
자작나무 숲뿐 아니라 언제와도 
환상적인 사찰 백담사까지!

남한의 최전방 
청정자연이 남아있는 곳
파로호부터 두타연까지 
양구 8경을 눈에 담아보세요

양구군

4 화천군

1

1 2 3 4 5

2

3

파로호, 두타연, 생태식물원 코스 등

남이섬, 제이드가든, 소양강, 김유정문학촌 등

자작나무숲, 산촌 박인환문학관, 백담사  등

산약초마을, 산소 100리길, 파로호 유람선, 화천산천어축제 등 

대표관광코스

대표관광코스

대표관광코스

대표관광코스

 5 홍천군

홍천 알파카월드, 무궁화 수목원, 수타사 등
대표관광코스

강원도 호수문화권의 아름다운 지역을 
합리적인 가격에 떠나는 기차여행 입니다

5개의 보석같은
호수문화권 
청정지역 탐방

축제, 문화체험 등을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

지자체지원으로
합리적인 
여행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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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차여행을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지방 문화와 명소, 축제가 만나 

새로운 여행문화로 거듭나고 지역방문 관광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기차 테마여행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객관적 서비스품질 측정 및 인증을 통한 

관광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며 

관광사업 분야의 안전여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 레일바이크의 원조  정선 레일바이크 

◇ CNN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할 50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 동해바다와 일출을 품은  정동진 레일바이크 

◇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 레일바이크

08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Business Area

테마파크 사업

                  Them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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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레일바이크의 원조

정선 레일바이크

아름다운생명고을

청도 레일바이크 

CNN선정 한국에서가봐야 할 50選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동해바다와 일출을 품은

정동진 레일바이크

■운행구간  구절리 → 아우라(편도7.2KM)

■상품가격  2인승 30,000원   4인승 40,000원

■운행시각

■즐길거리  풍경열차, 이색카페 어름치유혹, 여치의꿈

■이색숙박  정선기차펜션, 정선개미펜션

■운행구간   유호공원내(왕복 5KM)

■상품가격  4인승 25,000원

■운행시간 

■미니기차  자전거공원 및 유효공원을 순환하는 코스

■즐길거리  캠핑장, MTB 자전거, 이색자전거

■증기기관차
   운행구간운행구간  섬진강기차마을 ↔ 가정역(왕복20KM)

   상품가격상품가격  왕복 9,000원   편도 6,500원

■섬진강 레일바이크
   운행구간운행구간  침곡역 ↔ 가정역(편도5.1KM)

   상품가격상품가격  2인승 20,000원   4인승 30,000원

■즐길거리  꼬마기차,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장미공원 등

■운행구간

■상품가격   2인승 25,000원   4인승 35,000원

■운행시각   09:00~17:00(총 8회운행)

■즐길거리   정동진 일출, 모래시계 공원, 바다열차

하절기 8:40 10:30 13:00 14:50 16:40

동절기 8:40 10:30 13:00 14:50 미운행

하절기 09:00 ~ 18:00 순환형 운행으로
즉시 탑승가능동절기 09:00 ~ 17:00

출발 탑승장 코 스

정동진역 정동진역 탑승장 → 모래시계공원 → 반환점 → 정동진역 탑승장

모래시계공원 모래시계공원 탑승장 → 반환점 → 정동진역 →  모래시계공원 탑승장

테마파크 사업

Jeo
ng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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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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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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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eo
ngdo

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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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기차여행을 
플러스 합니다
최고의 열차 승무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서비스 매뉴얼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는 물론 

승무원들의 현장경험과 고객의 니즈를 지속 반영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승무사업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Business Area

17

승무서비스

◇ KTX, KTX-산천, ITX-새마을호 승무서비스 

◇ SRT, 관광열차 승무서비스 



이야기가 넘치는 
기차여행을 만듭니다
열차 내 식음료 판매와 KTX 특실 물품을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여행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등 

여행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차 내 서비스 사업

18

열차 내 판매서비스 

◇ 열차 내 자판기운영 

◇ KTX 특실 서비스 물품 공급 및 관리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Business Area



단체 및 기업행사도 
믿을 수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운영프로그램목적과 참가자 특성에 적합한 
여행 프로그램 설계

∙ 기업워크숍, 단체연수  

∙ 리더십캠프, 탐방여행   

∙ 종교행사, 성지순례 등

∙ 기업체, 임직원   

∙ 동호회, 친목회     

∙ 학생, 교인 등 

∙ 당일체험코스     

∙ 일정 맞춤코스

∙ 지역별 맞춤코스

목적에 따른 설계 구성원에 따른 설계 희망지역에 따른 설계

1544-7755단체문의

관광업계 
전문성

• 국내외 관광상품과 
  전국테마파크, 관광열차 
  운영 노하우로 전문성 확보

1

풍부한 
인프라 

• 국내외 특별한 열차여행 
   인프라 구축

• 자사 관광기반 적극활용

공기업의 
신뢰성

• 국내유일의 공기업 
   여행사로 신뢰성 확보

• 각종 안전사고 및 행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담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업

체계적인 
시스템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시스템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체별 여행프로그램 
   제안 및 진행

단체 및 맞춤여행

기  업  연  수    워크숍, 기업회의, (열차)세미나 등 

전시/이벤트    전시박람회, 부스운영, 국제대회 등 

인센티브투어   해외 단체여행 (가족모임, 동창회, 친목회, 해외연수 등)                       
   VIP투어, 팸투어, 산업시찰 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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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을
 검색하세요 

기차여행이 궁금할 때

 기차여행
모든 것 !

 의

Play Store 코레일관광개발 App 을 검색하세요

당신의 레일Rail에 행복을 더합니다                        Application



 청량리역관광점  02.3295.5949      호남권관광점   063.852.7789               영남권관광점    051.466.8120

 정선 레일바이크  033.563.8787      정동진 레일바이크   033.655.7786        섬진강레일바이크    061.362.7717          청도 레일바이크    054.373.2426

   곡성섬진강기차마을   061.363.9900        바다열차   033.573.5474    

대표전화 1544-7755 www.korailtravel.com

 기차여행의모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