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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generally discussed rail tour trains in connection with rail tour business. But KORAIL is trying to 

promote various subsidiary business and tour business together with transport business. Various policies are 

adopted to make the trains as a object of tourism not just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we give 

preliminary plan for revitalizing KORAIL tour business.

------------------------------------------------------------------------------------

국문요약

  

   코 일의 사업에 해서는 일반 으로 철도 열차상품을 논한다. 그러나, 코 일은 공사체제

환이후 여객운송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부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차가 단순한 목 지

로의 이동수단이 아닌 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 하고 있다. 이

에 코 일의 사업에 한 고찰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철도가 이 땅에 기적을 울린 지 109년의 세월이 흘렀다. 철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억 저편에 

향수처럼 움트는 추억이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달리는 철도에는 세월의 흔적이 무던히도 많다. 지

난날 국가 기간 교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철도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까지 묵묵히 그 소

임을 다해왔으며, 관광지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지난 시대를 풍미했었다. 최근까지 활발히 운

영되던 금강산 관광의 경우 이미 1924년 금강산전기철도1)(金剛山電 道)가 철원에서 금화까지 

운행하여 금강산 철도관광을 실현하였다. 이후 철도 운영이 활성화 되어 1931년에는 내금강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숙박시설의 운영을 겸하였다고 하니, 남북 분단으로 열차를 타고 금강산을 가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철도의 현대화와 대중화로 철도를 이용한 관광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철도관광열차의 역

사는 1985년 신혼열차2)에서 시작되어, 이후 수많은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다. 「진해 벚꽃놀이 관

광열차」,  「증기기관차 시승잔치」, 「단풍관광 전용열차」, 「종합관광열차」 등 다양한 상품으

로 관광교통수단으로써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대중

화 되면서 철도관광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런 가운데 공전의 히트를 친 「정동진 해돋이 열

차」와 「환상선 눈꽃 열차」로 다시금 철도를 이용한 관광의 붐이 일어났다. 정동진은 원래 탄광

촌으로 1991년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변했다. 그러다 드라마 “모래시계” 방영 

후 철길의 추억을 담으로 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환상선 눈꽃 열차」는 

열차로만 갈 수 있는 승부역과 눈꽃이라는 테마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발매 30초만에 매진될 만

큼 귀한 상품이었다. 

       이렇듯, 철도관광하면 떠오른 것이 바로 관광열차다. 철도는 운송수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대사업과 철도와 연계한 서비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고객의 니

즈에 맞게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1월 1일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고, 역을 

영업소로 하여 여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기존 여행사와는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전국네트

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철도의 성공적인 관광사업 진출

을 위해 기존의 철도관광사업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철도관광사업

      가. 철도는 일정한 궤도 위를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철

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나. 관광(Tourism)에 대해서는 UNWTO(세계관광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레저, 사업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여행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체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목적 및 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여행(Travel)

과는 구별된다.

      다. 철도관광은 여객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관광을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공간적 

이동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며, 관광목적으로 마련된 관광전용열차(바다열차, 

레이디버드, 해랑 등)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이용자체가 철도관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www.norihuto.com/kumgang-old-dentetsu.htm, 강산 기철도

2) 철도청(1999), “철도여행상품 발자취”



      라. 관광사업(Tourism Industry)은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관광객을 위하여 운

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 철도관광사업이란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

리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일체”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고자 한다.

  2.2 관광시장동향

      가. 세계 관광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9%씩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은 연평균 8.1%씩 성

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는 전년대비 6.6% 성장한 903백만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5.4% 늘어난 8,560억불로 집계되어 세계관광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세계 객 황

연도 객(백만명) 성장률 수입(십억불) 성장률
2000년 689 - 496 -
2001년 688 -0.1% 482 -2.8%
2002년 709 3.1% 474.2 -1.6%
2003년 697 -1.7% 514.4 8.5%
2004년 764 9.6% 633 23.1%
2005년 808 5.8% 682 7.7%
2006년 847 4.8% 742 8.8%
2007년 903 6.6% 856 15.4%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권 관광객 수가 연평균 증가율 7.8%로 중동(10.3%), 아프리

카(8.5%) 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성장률은 가장 높은 0.6%로 나타나 아

시아/태평양권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세계 객 륙별 황

                                                                          (단  : 백만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성장률
 07년

구성비

 06년

구성비
07년-06년

세계 709 697 766 806 842 903 5.0% 100.0% 100.0% 0.0%

아시아/태평양 126.1 114.2 145.4 155.4 167.1 184.3 7.9% 20.4% 19.8% 0.6%

유럽 407.4 408.6 425.6 441 458 484.4 3.5% 53.6% 54.4% -0.8%

미주 116.7 113.1 125.8 133.5 136.3 142.5 4.1% 15.8% 16.2% -0.4%

아 리카 29.5 30.7 33.3 37.3 40.3 44.4 8.5% 4.9% 4.8% 0.1%

동 29.2 30 35.9 39.2 40.8 47.6 10.3% 5.3% 4.8% 0.4%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    

    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방문객은 2003년의 한류열풍과 KTX 개통에 따른 일본, 중국, 대만의 외

래방문객이 급증하여 2004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외래

방문객의 73.8%는 아시아권이며, 일본 34.7%로 가장 많고, 중국 16.6%, 대만 5.2%를 차지하

고 있다.



         

표3. 외래방문객 증가율

연도 
외래방문객수

(명)
증가율(%)

그림 1. 륙별 외래방문객

2000년  5,321,792 14.2%

2001년  5,147,204 -3.3%

2002년  5,347,468 3.9%

2003년  4,752,762 -11.1%

2004년  5,818,138 22.4%

2005년  6,021,764 3.5%

2006년  6,155,047 2.2%

2007년  6,448,241 4.8%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               

      라. 세계관광시장은 관광행위 자체 보다 관광활동을 통한 체험을 즐기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과 다른 체험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4. 세계 시장의 변화

OLD Tourism NEW Tourism

경험부족 경험이 풍부

패키지 상품 새로운 상품

유명목 지 지 추구

정 , 안정추구 색다름, 활동추구

노동과 여가 완 분리 노동과 여가의 새로운 통합

환경보 의식 미약 자칭 환경주의자의 확산과 생활화

주마간산형 경험 진정한 경험 추구

소품종 량생산(박리다매) 다품종 소량생산

깃발여행 목 형 

 

          * 자료 : 장병권(2004), “21세기 동북아 관광경제권 시대 한국관광산업의 발전방향”, 여각관광학회

  2.3 국내관광시장

      가. 국내 여행에 대한 참가 횟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8.4%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숙박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일여행이 더 많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일여행은 총 참가횟수에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

박여행은 39.6%를 차지하고 있다. 

         

표5. 국내여행 참가횟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국내여행참가횟수 257,790,190 284,575,435 302,860,566 8.4%

숙박여행(회) 109,140,308 116,201,636 119,827,541 4.8%

당일여행(회) 148,649,882 168,373,799 183,033,025 11.0%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한국관광공사

      나. 국내 여행 참여 일수를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숙박여행은 평균 7.36일, 당일여행은 4.58일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참가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과 당일여행 일수가 모두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국내여행 1인당 참여일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일수 9.94 10.55 11.94

숙박여행(일) 6.14 6.29 7.36

당일여행(일) 3.8 4.26 4.58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한국관광공사

      다 여행시간을 살펴보면 숙박여행의 경우에는 1박2일이 61.2%로 가장 많고, 2박 3일이 25.9%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2.68일을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여행의 여행시간은 10시간에

서 11시간이 21.6%로 가장 많고, 8시간에서 11시간의 여행시간이 61.6%를 차지하고 평균 

8.66시간을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숙박여행비율(%)

1박2일, 61.2

2박3일, 25.9

3박4일, 6.8

6박7일, 2.4

4박5일, 2

그림. 3 당일여행비율(%)

10~11시간,
21.6

6~7시간, 20.4
8~9시간, 19.6

5시간이하, 16

12~13시간,
13.3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한국관광공사

      라. 여행참가자들의 여행방문지 정보는 친구/친지를 통한 구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보도/기사, 광고, 서적 등에 의한 여행정보는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싸이트 중에서는 포털싸이트가 88.1%로 가장 높았고, 관광공

사, 인터넷동호회/카페, 지자체 여행정보,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등은 정보를 참고하는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여행정보 찾기

에는 쉽지 않았고, 인터넷동호회나 카페는 회원가입절차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개인신상정보 

노출을 꺼리는 요인이 있으며, 지자체 여행정보 싸이트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을 만큼 알려지지 않아 포털싸이트를 우선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워 최신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털싸

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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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한국관광공사

그림4. 여행방문지 선택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상위5위)
          

      마. 여행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숙박이나 당일여행 모두 자가용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이용이 감소하고 일반버스 이

용이 증가하고 있다.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최근 광역철도의 천안역, 소요산역, 팔당역까지의 연장 개통에 따른 증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7. 국내여행시 교통수단

            

숙박여행
교통수단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자기차량 72.3 69.8 72.8 0.3

일반버스 3.4 5.2 6.3 36.1

고속버스 7.9 6.2 6.2 △11.4

세버스 6.3 5.6 3.8 △22.3

일반열차 3.6 3.8 3.7 1.4

비행기 3.3 4.1 2.9 △ 6.3

고속철도 2.7 3 2.7 0.0

당일여행
교통수단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자기차량 70.6 67 68.9 △ 1.2

일반버스 5.5 8.6 11 41.4

고속버스 3.5 2.2 1.7 △30.3

세버스 13.7 13.6 9.6 △16.3

일반열차 1.7 1.7 1.7 0.0

지하철 2.6 4.2 4.5 31.6

고속철도 1.7 0.6 0.8 △31.4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상위 7위를 추출 재작성, 한국관광공사

 

      바. 국내관광의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방문 희망지는 제주도, 북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방문지에 대한 방문 희망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 방문지 선호도 순

                

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A)

향후 방문 희망지 A의 방문 희망지 순 (B) 비고(A-B)

1 강원 제주 3 -2

2 경기 북한 11 -9

3 경남 강원 7 -4

4 경북 경북 4 0

5 충남 남 10 -5

               *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2008) 자료 재작성, 한국관광공사



  2.4 관광동향의 시사점

        세계관광시장과 국내관광시장 모두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관광

은 일상에서 보고 즐기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체험과 모험을 즐기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이

는 국내사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생태관광이나 템플스테이, 축제관광 등의 수요증가도 이같은 트

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여행에서는 당일 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

여행은 1박 2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관광열차상품이 대부분 당일 상품이며, 무박 

혹은 1박 2일인 것은 이같은 추세에 적합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지에 

대한 주로 참고하는 정보로 ‘친구/친지’가 64.1%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관광상품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철도관광상품처럼 구전에 의한 홍보효과가가 큰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재구매율을 높여 구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판매에서는 포털싸이트에 철도관광상품이 

가급적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통수단으로는 일반버

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을 이용한 당일여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철을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강원도의 순위가 가장 높았는

데 철도관광상품 중에서 정동진, 태백, 일출 등과 연관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 대한 상품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방문지와 향

후 방문 희망지에서 동일한 순위를 차지하여 상품개발 및 고객유치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5  코레일 관광사업 현황

      가. 여행업에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

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

으로 구분하고 있다. 코레일은 2005년 11월 1일 일반여행업에 등록하고 여행사와 연계한 상

품을 취급해오던 영업소(일정요건을 갖춘 역에 대해 일반여행업 영업소로 지정된 역을 말하

며, 이하 영업소라 한다.)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체 상품을 기획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운영 

초기로 여행사와 연계한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철도라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품 운영

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상품으로 관광열차상품, 연계서비스 그리고 패키지 상품 

등으로 대부분 국내관광객을 위한 상품이지만, KR PASS, KR & BEETLE PASS, KR 

E-ticket PASS 등과 같이 다양한 인바운드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나. 철도관광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관광열차상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인원은 연평균 

6.1%, 수입은 연평균 5.3%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도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레일이 여행업을 등록하며 관광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하고, 바다열차, 스키열차, 와인열차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운영한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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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그림5. 관광열차 이용인원(천명)                      그림6. 관광열차 수입(백만원)



      다. 관광열차상품 이용이원을 살펴보면, 관광열차상품의 전년대비 실적과 코레일 운송실적의 전년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 KTX의 관광열차상품 실적은 2006년을 제외하고 이용인원과 수송수입

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열차의 경우 일반열차 전년대비 운송실적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05년도의 일반열

차를 이용한 관광열차상품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일반열차(관광) 이용인원의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는 이용인원은 전년대비 

44.2%, 수입은 2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레일의 일반열차를 활용한 관광열차사업이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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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그림7. 이용인원 전년대비 실적(KTX)          그림8. 이용인원 전년대비 실적(일반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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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 자료 : 코레일 각연도 업무보고

           그림9. 수입 전년대비 실적(KTX)              그림10. 수입 전년대비 실적(일반열차)

      라. KR-PASS를 비롯한 해외상품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R-PASS는 2006년 

1,801명이 이용하였지만, 2007년에는 2,405명(e-ticket 827명포함)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코레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e-ticket을 발매하면서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 & Beetle PASS는 1,654명이 이용하여 꾸준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일

공동승차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3,644명에서 2007년 

4,674명이 이용하여 128백만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하였다. 

      마. 코레일에서는 타교통수단에 대한 연계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KTX-선박(목포~제주) 연계

와, KTX-한일 간 선박 연계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철도와 

선박 연계를 통한 제주관광상품인 KTX-선박(목포~제주) 연계 이용권의 경우 2007년 1월 발

매를 시작하여 11,766명이 이용하였으며, 2008년도 4월까지 4,128명이 이용하여 지속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KTX와 부산~일본 후쿠오카를 운항하는 고속선박을 연계한 



KTX~한일간 선박 연계 이용권은 KTX의 신규수요 창출과 함께 승선권 발매 수수료라는 부

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2007년 KTX 수입은 92백만원이며, 승선권 수수료 수입은 

42백만원을 달성하고 있다. 선박 뿐아니라 인천공항과 고속철도역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

해 ‘KTX 연계 인천공항리무진 서비스’를 실시하여 항공 이용객에 대한 철도이용을 활성화하

는 동시에 리무진 이용권 판매를 통한 발매 수수료 수입도 올리고 있다. 2007년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8,857천원을 벌어들였다. 

      바. 철도관광열차 상품에 대한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철도관광열차상품 활성화 전략 수립에 활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도 코레일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의 관광열차실적 Data를 활용

하였으며, 열차종별, 운행거리, 여행기간, 운행월별 특성, 그리고 관광열차상품명에 대한 Key 

word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열차종별 실적에서는 무궁화열차가 이용인원 444천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은 55억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철도관광열차상품의 주력 열차로 나타났으며, KTX는 

이용인원은 전체에 23%, 수입은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인원에 대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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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3. 관광열차종별 실적

          2) 운행거리는 관광열차의 상품특성을 검토하여 관광열차 일반발매와 하드블록3) 상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발매는 200km이상 300km 미만의 이용인원이 259천명으로 가

장 많고, 200km이상 500km미만이 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드블록의 경

우에는 KTX열차를 활용한 상품이 대부분으로 KTX의 시 종착 역간 거리인 400km 이상

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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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통합정보시스템                             * 자료 : 코레일 통합정보시스템

      그림14. 일반발매 운행거리별 이용인원               그림15. 하드블록 운행거리별 이용인원

3) 정기열차 여유좌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열차별 승차율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차등적용한 열차좌

석을 관광상품에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은 관광이라는 요소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철도를 이용한 

관광열차상품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1월에는 정동진, 속초 등 해돋이와 같은 일

출여행 상품과 태백 눈꽃 축제 등으로 이용인원 가장 많은 12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과 11월 이용인원이 각각 9만명, 8만명으로 분석

되어, 1월과 10월, 11월이 관광열차의 최대 성수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9월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3%로 가장 낮아 관광열차의 최대 비수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

열차 수입증대를 위해 성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수수하고, 비수기에는 상대적

으로 낮은 운임을 부가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수기에 코레일의 영업소에

서 열차상품을 기획개발하여 일반 여행사에 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

는 이벤트성 상품판매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관 광 열 차  이 용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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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통합정보시스템

                                        그림16. 관광열차 월별 이용인원

         4) 연간 생산 판매되는 관광열차상품은 그 수를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매망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일부 여행사의 연계상품에는 철도 이용에 대한 정보를 별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집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레일 통합정보시스템의 관광

열차의 상품명을 기준으로 Key-word4) 분석을 통해 어떤 관광열차가 많이 기획 판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태백이라는 Key-word의 관광열차가 21.2%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돋이/일출, 정동진, 환상선 등 철도의 대표적인 겨울 시즌 

상품인 강원도권의 관광열차상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관광열차 상품의 개발단

계에서 Key-word를 고려하여 상품명을 제작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Key word 분석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였으며, Key word 순서는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품명의 Key word부터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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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코레일 통합정보시스템

                                                   그림 17. 관광열차명 Key-word 분석

      사. 코레일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업5)과 관련된 사업들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역사개발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제회의시설업에 준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기획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통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8년 UIC(국제철도연맹) 서울

총회 및 국제철도연수센터 개소식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국제회의 유치를 위

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자료 : 손대현외, “관광산업론”, 김영사, 2007

                                    그림 18. 국제회의산업 구조도   

      아. 코레일은 관광편의시설업 중에서 관광펜션업을 영위하고 있다. 올 2월 정선군에서 8억을 투

자하여 기관차 1량 객차 4량으로 총 10객실의 기차펜션을 개장했다. 사업초기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

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 3조, 4항)



  2.6  코레일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가. 코레일 관광사업은 철도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

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키워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사업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기업경영체제로 전환되고 경영환경

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관광열차상품을 특화하고 여행업에 등록된 영업소를 거점으로 전략

적 상품판매와 사업다각화를 위한 관광사업 진출로 철도와 관광, 호텔, 국제회의업, 철도테마

파크 등의 연관사업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코레일 관광사업의 대표상품인 관광열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광지 개

발이나 개발 계획에 관심을 두고, 관련 상품을 기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시 도 관광권역별 개발을 분석하여 철도관광상품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개발테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시 도 관광권역별 개발방향(제4차 권역계획)분석

             「2007 관광동향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시된 시 도 관광권역별 개발방

향에서 관광개발에 관한 내용을 테마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

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테마별로 집계한 결과 생태관광(7)이라는 테마가 가장 많았으

며, 역사문화(7), 그리고 체험관광(5)에 대한 테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

관광, 역사문화, 체험관광 등의 테마에 적합한 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각 시도별 개발테마에 적합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표9. 시․도 권역별 개발테마 분류

            

시도 시도별 개발테마

서울특별시 체험 문화 시민여가 로그램 지식기반 인 라

강원도 주민참여 부가가치증 네트워크

경상북도 역사문화 생태 소 트

라남도 해양 네트워크

부산 역시 해양 문화 생태 자원 리체계 교통

경기도 국제 문화 네트워크

라북도 국제 정주형

경상남도 체험 주민참여

주 역시 도시 체험 생태

충청북도 국제 역사문화 생태 그린투어리즘

충청남도 해양 역사문화 생태

역시 온천 체험

구 역시 복합 네트워크 시컨벤션 생태

울산 역시 체험 생태 역세권 활성화

인천 역시 해양 역사문화 도시 국제 시설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   

          2) 시 도 관광권역별 개발 테마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생태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생태관광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총 27개 사업에 

189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의 섬진강 기차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철도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



장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재조명되고 있어, 생태관광에 대한 전략적 상품개발

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대중교통수단만을 이용하는 생태관광코스(탄소발자국체험 등),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코 수학여행 등의 기획상품 개발로 친환경 녹색 교

통수단에 대한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10. 생태․녹색 자원 개발 황(2008)

             

지역 사업수 사업명 국고지원
(백만원)

주 2 무등산, 포충사 생태 3,394

강원 4 수변생태, 동강유역 등 1,550

충남 3 탐정호, 지천지구 등 2,096

북 2 덕치천담, 찬물내기복원 등 1,146

남 10 순천만, 우습제, 섬진강 기차마을 등  8,910

경북 4 하아리 그린 크, 농원 등  1,465

경남 1 신 숲 개발  270

제주 1 주상 리 생태체험 100

계 27 18,931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    

 

          3) 체험관광에 대해서는 이벤트와 관광지가 연계된 축제를 철도관광상품과 지속적으로 연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간 상설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철도연계정보와 함께 연간 혹은 월간 

캘린더를 제작배포하거나, 시각표에 넣어 홍보한다면 임시관광열차에 대한 모객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지만 정기열차를 활용한 관광수요의 증가로 코레일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지순례시 정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철도를 이용하는 종교단체

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레이디버드 열차를 체험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레이디버드열차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동 중에 세미나 혹은 이벤트나 행사 진

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레이디버드열차 운행중에 종교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

해 성지순례에 대한 정보를 시청토록하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열차이용

에 대한 색다른 체험을 통해 레이디버드에 대한 구전홍보효과와 함께 다른 종교단체는 물

론 신규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레이디버드 열차는 최대 좌

석이 354석으로 성지순례에 참가하는 이용객 수용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

휴객차를 활용하여 레이디버드 열차에 연결할 수 있는 객차로 변경하고, 모니터시설과 방

송시설을 추가하여 별실이나 카페실을 일반실로 대체함으로써 좌석을 늘려 이같은 수요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체험관광의 또다른 테마는 템플스테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템플스테이 이용인원 증가율이 연평균 30.3%이며, 특히, 

외국인의 증가추세가 연평균 61.6%로 내국인의 26.4%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코레일의 체험관광열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KR PASS와 연계한 INBOUND 상품으

로 개발하여 해외관광상품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표11. 템 스테이 이용객 황       단  : 명

             

              * 자료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문화체육관광부    



      다. 세계의 관광동향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시아/태평양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 가운데에도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래방문객의 대부분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관광객이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INBOUND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템플스테이처럼 한국을 체험

할 수 있는 상품과 철도를 연계한 상품 개발이 요구되며,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의 철도를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시아레일패스’(가칭)의 개발도 필요하다 하겠다.

      라. 국내관광에서 기억에 남는 방문지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방문 희망지로는 제주도, 북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순으로 나타

나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는데,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기억에 남는 방문지 순

위와 향후 방문희망지에 대한 순위에서 모두 4위를 차지하여 상품개발시 유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많은 이슈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와 울릉도를 관광

지로 하는 철도연계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 철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열차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 구성과 관광열차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경의 기차펜션과 레일바이크가 

인기 있는 관광지로 대중화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품화를 위해 문경선에 철도를 운행하

여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열차 투입이 어려운 경우라

면 관광전용 미니열차를 영업중인 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선레일바

이크와 기차펜션의 성공사례에 비추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철도

관광사업활성화는 물론 정기열차를 이용한 관광수요 증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와 연계하여 사업화 할 수 있은 업종중에 하나가 바로 숙박업이다. 숙박업 중에서도 철도

라는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비즈니스맨과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 

호텔업이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코레일 관광사업 활성화는 물론 철도이용수요 증가

에도 기여할 것이며, 현재 주요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의실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고급화 하

고, 숙박과 연계한 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관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철도운송이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는 목적지까지의 연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와 승용차를 연계할 수 있는 렌터카 사업을 주요역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

다. 따라서, 코레일은 기존 주요역에 렌터가 사업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관광과 연계한 사

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로 캠핑카 대여업이 있다. 기존 렌터가 보다 철

도에 대한 관광이라는 이미지에 더 부합되는 사업이라 하겠다. 캠핑카를 대여할 때 가장 번거

러운 것이 캠핑카를 픽업하는 것이다. 현재 캠핑카 업체들의 픽업 장소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

은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캠핑카를 역에서 렌탈할 수 있도록 

한다면 편리할 뿐 아니라 반납과 함께 철도로 귀가 할 수 있어 철도수요에도 긍정적일 것이

다. 지방 주요 거점역에서 캠핑카 대여업을 영위할 경우 수도권에서 여행지까지 장시간 운전

하는 불편 없이 캠핑카를 이용하여 목적지에서 캠핑을 하고 역에 반납 후 철도를 이용하도록 

하면 철도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계수단이 될 것이다.

   



3.   결  론

      관광사업에 관한 코레일의 노력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영업소의 실적향상 그리고 계열사를 통

한 사업다각화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관광시장의 관광객 증가와 아시아/태평양권 관

광객 증가는 해외관광객에 대한 철도 유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광경험횟수

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코레일의 관광사업 다각화에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철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를 관광과 연

계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관광여행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코레일의 운송실적 증가보다 관광열차상품에 대한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관광사업에서 철도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코레일은 전국적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관광상품과는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계열사의 사업다각화 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철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 협조와 Co-work을 통해 시너지 창

출로 코레일 수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광수지 적자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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