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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철도역이 지닌 오랜 역사(歷史)와 높은 사회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철

도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철도의 태동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도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기록한 「한국의 

철도역」을 3년여의 노력 끝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철도역」은 전국의 철도역을 망라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철도역과 함

께 격동의 세월을 달려온 감동과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수록된 철도역에는 

저마다 이야기가 가득하며 다른 기억, 다른 감동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철도

역의 발자취를 따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국민들에게 일상과 여행에서 

철도역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기록물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작진은 물론 철도운영기관과 지

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결실이 

철도와 철도역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 12. 01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 한 영

                                                                                

발간사

철도역은 근대의 출발점이자 항일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

이가 할퀴고 간 시련의 땅에 뿌려진 극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철도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대동맥이었다면 철도역은 그 심장이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에는 저마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에너지가 숨 

쉬고 있습니다. 

철도는 과거의 기록이며 미래를 향한 현재의 방향입니다. 

철도역은 기억과 설렘의 공간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문(門)입니다.

「한국의 철도역」은 

철도역사(歷史)를 대표하는 

철도기록자산으로 

철도역이 지역의 성장과 

문화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



1894년 조선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창설되고 

1899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우리 땅에 세워진 철도역

은 낯설고 특별한 건축물이자 공간이었다. 이후 127년

의 세월이 흐르면서 철도역은 그 기능과 역할, 구조와 

모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철도역사(驛舍) 건축의 발전은 각 시대 건축기술 발전

의 흐름을 반영한다. 지역사회와 도시공간 속에서 철

도역이 가지는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철

도역은 도시의 이미지를 맨 처음 마주하는 장소이자 

만남과 생활, 문화와 정보가 있는 다기능 복합생활공

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역사驛舍

역사歷史
 

의

조선 철도국 창설에서 

일제강점기까지

1894~1945 1945~1960

1960~1980
1980~

현대의 철도역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 철도역

산업화시대의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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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륙침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

대륙진출 거점역인 부산역과 신의주역은 호텔겸용 

일제강점기 철도건축은 서구와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

본은 철도 부설권을 서구열강들로부터 획득하고 대륙침략을 위한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을 철도건설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역사는 서양고전양식으로 건설하여 자신들의 우월성

을 과시하였다. 1906년 건설된 용산역사는 북부유럽의 목조건축 양식이

었는데 당시 용산역은 일본철도기지의 총본산이며 군사기지화 되어 일

본인의 가장 중요한 거주지였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로 일부 전통 한옥역사도 건설

부산역사(1910년)와 신의주역사(1911)는 호텔기능을 겸하였는데 부산역

사는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첫 번째 역이었고, 신의주역사는 대륙 진출

의 거점역으로 일본인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었다. 한편 일본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전통 한옥양식을 표현한 역사가 건설되기도 하였는데 전주

역사(1927년), 경주역사(1927년), 수원역사(1928년), 남원역사(1931년) 

등이다. 이 외 지역의 거의 모든 역사들은 일본이 정한 역사표준도면에 

의해 획일적으로 건설되었다. 

1894~1945
조선 철도국 창설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철도역

기적소리, 
세상을 깨우다.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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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대구역 전경



시대별 철도역의 변화와 발전

1919 1923 1925

1910

대전역 조치원역 경성역

부산역

창동역

1918년 중앙동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건
립된 르네상스 양식의 대전역. 일본식 
중세풍의 건물로 약 1,233㎡ 규모에 최
초로 시멘트벽 인조석으로 마감하였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공주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청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요충지다운 규모의 조치원역. 붉은 벽돌 
기와지붕의 고풍스러운 외관으로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따랐다.

경성역사는 동양에서 일본 도쿄역 다음가는 규모
로 스위스 루체른 역을 모델로 지어졌다. 돔 형태
의 지붕과 빨간 벽돌이 인상적 르네상스 양식의 
역사이다. 현재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1911

청량리역

우진각 지붕에 직선적인 처마선이 겹
처마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1938년 동경성역으로 개칭되었다가 이
후 1942년 다시 청량리역으로 변경되
었다. 

창동역은 경기도 양주군에 있으면서 당
시 경성과 가장 가까운 역으로 경기 북
부에서 경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일
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요충지였다. 

1907

평양역

단층으로 된 건물의 상부에 처마와 용마
루가 단순하게 처리된 우진각 지붕의 평
양역. 중일전쟁과 연이어 일어난 태평양
전쟁에 의해 평양역은 실용적 성격을 지
닌 목조 건물로 지어졌다. 

일본은행, 도쿄역 등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부산역. 지
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
로 마무리하였다. 주요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건축물로 대합실, 
식당, 우체국과 교환소, 화물 검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운송과 물
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Part 1.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철도역

1913 1915

1912

대구역목포역

군산역신의주역

1900

인천역

인천역사는 J.R. Morse에 의해 시작된 
경인선 철도 부설의 영향을 받아 미국 
철도 구성형식에 영향을 받았다. 초기 
단층에 흙벽돌조로 무계획적인 가설 건
물로 지어졌던 역사는 이후 표준설계에 
의해 정비되었다. 

남대문역

옛 서울역, 남대문역이 조그마한 단층 
목조 바로크 건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염천교 논 한가운데에 세워진 목조 간이 
건물이다. 남촌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
지와 기관이 들어서면서 남대문 정거장
의 위상이 높아졌다. 

호텔, 레스토랑과 곁들여 준공된 역사는 
연면적 1,279㎡의 3층 벽돌조 건물로 흰
색 화강석을 이용해 각 층을 분절시키는 
수평 띠 선을 돌렸다. 전체 입면의 분위
기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팔라조를 연
상시키는 세련된 모습이다. 

옛 목포역 역시 표준설계에 의한 직사각
형 평면구조의 역사였다. 일본식 모임지
붕, 유럽식 건축 장식이 첨가된 의양풍 
외관의 건물로 일제의 야욕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목조 2층으로 일본과 서양의 건축 양식
이 혼합되어 건립된 대구역은 지방 철도
역으로는 부산과 신의주 다음으로 규모
가 컸으며 식당도 갖추고 있었다. 대전
역과 쌍둥이처럼 같은 건물이었다. 

군산역은 일본의 전통적 목조 양식을 따
라 지어진 직사각형 형태로 역시 표준설
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의양풍의 대표
적인 형태로 우진각 지붕에 직선적인 처
마선, 채광을 위한 원형 창이 드러난다.

1906

용산역

조그마한 판잣집에서 경의선의 시발역
으로 변신하면서, 목조이지만 서양 지역
주의 방식을 제대로 따르는 2층(일부 3
층) 건물로 지어졌다. 1910년 한국 철도 
역사로는 처음으로 철로 횡단 육교가 설
치되기도 하였다. 

경인철도 개통

(1899.09.18)

조선 의정부 

철도국 창설

(음력 1894.6.28)

경부선 개통

(1905.01.01)

경의선 개통

(1906.04.03)

호남선 개통

(1914.01.22)



1938 1939

1930

1934

영천역 물금역

심천역송정역

율촌역

삼각 박공지붕을 강조한 목조 슬레이트 
단층 역사로 1930년대 더 세분화되어
진 표준 도면에 의해 지어진 역사로 추
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급수탑도 건립
되었다. 

삼각 박공지붕과 차향, 수직 창의 모습
을 한 전형적인 간이역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일제 역사 건축의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
는 심천역. 수직 비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
사로 반듯하고 꼿꼿한 모습의 (-)형 평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에 있어 근대 간이역 표준
설계를 가장 잘 지킨 형태이다. 

부산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로 바닷가와 
잘 어울리는 옥색을 띠고 있다. 노천대합실의 아
르누보 스타일의 철제장식이 남다른 매력을 가
지고 있는 역사로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
었다. 

1930년에 지은 일본식 목조 단층역사로 전체적으로 
ㄴ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지어진 원창역
사와 외형과 평면 형태가 유사하다. 모임지붕에 건물
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목구조의 원형 보존상태가 뛰
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시대별 철도역의 변화와 발전

장항선 개통

(1931.08.01)

중앙선 개통

(1942.04.01)

1928

1937

1929

1936

이리역

전주역

경주역

불국사역

수원역

1928년 수원역은 정치, 경제적인 목적
에 의해 약 585㎡ 규모의 단층 한식 기
와집에 팔작지붕을 갖춘 조선 최초의 전
통 한옥역사로 지어졌다. 이후 한국전쟁
으로 소실되었다.  

전라선 개통과 함께 현재의 전주시청 위
치로 옮겨진 옛 전주역. 주민들의 건의
에 따라 벽돌조 한식 기와지붕의 옛 전
주역이 지어졌다. 지금의 전주역 건물과 
모양이 유사하다. 

1930년대 서양의 모더니즘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철도 건축에도 박스형의 단순한 조
형 구성의 역사가 등장하였다. 벽돌과 철근 콘크
리트조로 단순한 박스형의 여러 매스들이 수직, 
수평의 구성으로 결합한 현대적인 감각의 역사
였다. 

1936년에 지어진 경주역은 경주의 관문
이자 식민지배의 상징적 건물로 역할하
였다. 지역의 출토물을 이용하여 신라의 
건축 양식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일본 양식이 일부 도입되어 한국 전
통 구성법과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당시 보편적인 목골조 역사와 
동일하지만 신라의 건축양식을 일부 따르려고 
기획되었다. 입면과 지붕의 구성, 기와 등의 재료
에서 전통 양식을 적절히 도입 시켜 한옥형 철도
역사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Part 1.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철도역

전라선 개통

(1936.12.16)



짧은 공기, 저예산의 목조와 블록조로 긴급 복구 

디자인 보다는 기능적 공간구성에 주력

이 시기는 해방이후 격변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에 따른 과

도기로서 건축물 역시 디자인상의 고려나 사용자 입장에서의 공간구

성보다는 건축물의 기능적 공간 제공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디자인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몇몇 역사나 건축물이 신축되

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이념

의 갈등에 의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철도건축 역시 발전

이 위축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수원

역, 대전역 등 다수의 철도 건축들이 파괴되거나 소실되었다. 

일부 역사는 철근콘크리트 적용, 전통양식 접목 시도

1953년 휴전 후의 철도는 긴급한 시설복구가 절실하였으므로 이 시기

의 역사는 공기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목조, 블록조, 벽돌조의 역사들

이 주로 건축되었다. 하지만 1958년, 1959년에 신축된 대전·청량리·

김천·천안역 등 주요 역의 복구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설되었으며, 

철도역사에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접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955

년에 영월역사가 철근콘크리트조의 한식지붕으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1945~1960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 철도역(1945~1960)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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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대전역 전경



1959

1956

대전역 청량리역

진주역황간역

1955

영월역

1955년 준공한 고풍스러운 느낌의 한옥 
역사. 전후복구기 역사의 대표 구조인 
벽돌구조이면서 조선 단종의 능이 있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청과 처마선이 
특징이다.

불정역

불정역은 인근 영강에서 채취한 오석자
갈을 이용해 외벽을 구성하였으며, 역사 
하부는 화강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
한 힘이 느껴지는 역사이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역사를 1956년 새롭게 신축 준공한 옛 
진주역. 부대 건물을 갖춘 242㎡ 규모의 기와 단층 역사이다. 
2012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역 되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방화 및 위생 설비를 갖춘 근대식 
역사로 지어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화 약 3억 환과 
6,300달러의 미국정부 전쟁복구기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2층 평지붕의 콘크리트 건물로 중앙에 대합실을 두고 
양 측면에 역무실과 여객 편의시설을 배치한 전후복구
기의 대표적 역사 건축이다. 

삼각 박공지붕 역사로 출입구가 오른
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었다. 외부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천장이 
높은 1층 구조인 점이 특징이다. 

영암선 전 구간 개통

(1955.12.30)

함백선 개통

(1957.03.09)

Part 2.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 철도역(1945~1960)

1950 1952

파괴된 대전역 광주역

임실역

시대별 철도역의 변화와 발전

대전역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전쟁으로 소실된 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지어졌다.

한국전쟁 중 공습으로 파괴되었던 역사
를 다시 지은 옛 광주역. 현재 동부소방
서로 사용되고 있다. 대합실 주변으로 
관사, 기관고, 저장고들이 있었다고 전해
진다. 

1957

용문역

용문역은 1941년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역사
가 소실되었다. 이후 1957년 6월 청록색 
박공지붕의 소박한 모습(사진)의 역사
로 다시 문을 열었다. 

임실역은 전라선 철도가 개통되었던 
1931년 보통역으로 문을 열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임시역사를 거쳐 
1957년 역사를 신축하였다. 여객 승강
장뿐만 아니라 화물 홈과 하치장, 야적
장을 갖추고 있었다.

1958

덕소역춘천역

단층의 기와지붕으로 대표적인 전후복
구기의 벽돌조 철도건축이다. 

1960년대에는 월남전 파병 장병들의 
집결지로 역할하기도 했다. 1977년 한차
례 증축 공사 이후 2005년 경춘선 복선 
전철 사업으로 철거되었다. 

한국전쟁

(1950.06.25)

충북선 전 구간 개통

(1958.12.27)



구조는 진일보하였으나 디자인은 여전히 획일적

70년대 후반 이후 경사지붕 등 디자인 다양화 시도

이 시기 철도역사는 목조나 블록구조를 버리고 점차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벽돌조 구조로 건축함으로써 구조적인 면에서는 진일보하였

으나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주로 BOX형의 외관으로 설계되어 단순

하고 획일화된 역사가 건축되었다. 내·외벽의 마감은 주로 시멘트몰

탈에  페인트로 처리되었으나 일부 타일로 마감한 역사도 나타났다. 

전통적 역사평면 탈피, 선상역사 도입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직사각형의 외관을 탈피하여 경사지붕

에 기와 및 수지피복강판 등을 이은 지붕구조와 유리블럭을 이용한 

벽체 등이 역사건축에 적용되면서 디자인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들 역사로는 마산역사, 능곡역사, 익산역사, 대구역사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1층 대합실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사무실을 배치

하던 전통적인 역사평면 개념에서 대구역사 등 선상역사가 도입되

면서, 선로위에 대합실을 배치하게 되어 평면적이던 여객동선의 흐

름이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선상역사의 형태는 

이후 민자역사, 고속철도역사 등으로 이어졌다. 

1960~1980
산업화시대의 철도역(1960~1980)

성장의 
동맥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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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691967

1973

용산역 보성역

홍성역 나전역

영주역

수도권 전철 운행에 따른 전철역사가 새
롭게 신설되었다. 1,322㎡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2층 슬라브 구조 역사이다. 

경전선의 주요 철도역인 보성역은 1930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  역사를 신축하였고 여객과 화물
이 늘어남에 따라 몇 차례 증개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주 대수해로 피해를 입은 영주역사는 3,061㎡ 규모의 
3층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565.62㎡ 규모에 철근 벽돌, 슬라브 단
층 구조로 단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현
재는 철거되었다. 

목조 건축물로 나전광업소와 함께 석탄
산업의 주요 허브로 역할을 해왔다. 폐
광 이후 무인역으로 격하되어 사라질 위
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문화공간
으로 역할하고 있다. 

정선선 개통

(1967.01.20)

수도권 전철개통

(1974.08.15)

Part 3. 산업화시대의 철도역(1960~1980)

1960

1978

1965

19771978

순천역 부산역

대구역익산역

마산역능곡역

시대별 철도역의 변화와 발전

철근 콘크리트 2층 평지붕의 역사로 내
력벽이 없이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
형식의 구조로 지어졌다. 

이 당시 부산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3,827㎡ 규모의 슬라브 5층 역사에 
부대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철근콘크리트 기와 단층 건물로 길게 뻗
은 처마선이 특징이다. 2009년 신역사
로 이전하고 현재는 토당 문화플랫폼으
로 사용되고 있다. 

경전선 이설로 인해 구마산역, 북마산
역, 마산역이 통합되어 지어진 옛 마산
역. 568.35㎡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역
사로 기와지붕을 한 2층 건물이었다. 

이리역 폭파사고 후 라멘형식으로 신축
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역사로 철근 콘
크리트와 기와지붕으로 지어졌다. 

철근 콘크리트와 기와지붕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당시의 대구역. 이 역사
는 2000년 8월 철거되었다. 

철도청 발족

(1963.09.01)



1980년 이후 역사건축 디자인에 포스트모더니즘 도입

민자역사는 철도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성장에 기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추세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역

사건축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건축양식도 다양화되었다. 한식·양식 등이 지

역적 특성에 맞게 건립되는가하면 민자역사와 고속철도역사 등 대규모 통

합역사가 신축되었다. 철도역은 여객과 화물의 수송만을 취급하기 위한 곳

이 아닌 지역성장의 주도적 역할과 쇼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게 되었다. 민자역사의 건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된 역사로 여객

편의시설 등 역무시설의 수입증대는 물론 역주변의 상권과 문화권을 새롭

게 형성시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고속철도 건설과 더불어 세계 수준의 첨단역사 속속 등장

1990년 고속철도건설이 추진되면서 역사건축 디자인이 다시 새로운 전기

를 맞게 된다. 고속철도건설 자체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역사건축 디자인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

준의 건축양식이 요구되었다. 21세기를 향한 하이테크적인 표현 그리고 콘

코스(Concourse), 승강장 등의 대공간화와 첨단공법의 적용 등이 주요 이

슈였는데, 국내외 현상공모를 통한 역사설계 선정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

어졌다. 이후 철도 전철화사업 등의 추진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철도역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에 기반 한 디자인을 적

용하는 등 지역상징의 랜드마크이자 지역성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1980~현재현대의 철도역(1980~)

첨단을 담고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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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안양역

1981

전주역 안산역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한옥 기와지붕으
로 1,506.㎡ 규모이다. 현대식 구조와 전
통양식이 혼합된 형태가 특징적이다.

1991

영등포역

최초의 민자역사로 지하철과 환승 가능
한 선상역사이다. 지하 3층, 지상 9층으
로 주변 도심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지하철과 환승 가능한 선상역사 형
식이다. 외부에 광장이 설치되어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적벽돌 2층 슬라브 역사
로, 1988년 당시에는 광역전철과 안산
선, 협궤열차가 함께 오가는 모습이 연
출되기도 하였다. 

민자역사 건립법안 공포

(1984.04.10)

용산역

국철, 고속철, 전철 등 모든 철도가 지나가는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의 대형 역사이다. 영
화관, 쇼핑몰 등이 복합 상가를 이루고 있고, 
대형 로비 공간과 계단 광장이 특징이다. 

서울역

부챗살 패턴으로 배치된 활 모양의 웅장하고 정교한 구
조미를 자랑한다. 여객 대합실, 백화점 및 주차장동의 3개 
블록으로 구성된 민자역사이다.  

Part 4. 현대의 철도역(1980~)

1980

주덕역 청주역

시대별 철도역의 변화와 발전

충북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현대식 건
물로 신축되었다. 외형이 단순하고 기능 
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충북선 복선화 공사 완공으로 정봉역과 합쳐져 
새롭게 신축된 청주역. 철근 콘크리트, 기와지붕
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2003

대구역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진 선상
역사이자 민자역사로 역 광장은 주변 상
업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원역

경기 남부의 대표적 상권을 형성하는데 
중심이 된 선상역사이다. 영화관과 백화
점 등이 함께 하는 문화 쇼핑공간으로 
복합 환승센터와도 연결되어 있다. 

2004

광명역

전통 한옥과 버선의 곡선미를 유선형의 지붕으로 
구현한 우리나라 현대 철도건축의 상징 중 하나
이다. 거대한 철골 구조와 유리 커튼월로 완성된 
자연채광이 돋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창립

(2004.01.01)

경부고속철도 개통

(2004.04.01)



2011

청계산입구역

2015

포항역

경북 동해안의 고속철도시대를 연 KTX 포항
역사. 철강도시에 어울리는 금속재료와 커튼
월을 사용한 동시에 고래의 모습과 역동성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2016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개통과 함께 서울의 새로운 
관문으로 탄생하였다. SRT의 시종착역답게 
수서 들판 위를 나르는 전통 ‘연’의 모습을 한 
역사 지붕은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철도
의 미래를 보여준다.  

어천역

옛 수인선 역명을 계승한 어천역은 어랑
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모티브로 
건설되었다. 장래 KTX 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긴 역사 모습이 특징적이다. 

2021

원주역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신설된 원주
역. 치악산 산봉우리들이 중첩되어 에워
싼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원주시를 상징
하는 은행나무와 나이테를 연출하였다. 

신분당선의 지하역사로 청계산의 맑은 공기와 자연속의 역사이자 
신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사색으로 마음까지 상쾌한 휴식을 주는 역
사로 디자인되었다. 

신분당선(1단계) 개통

(2011.10.28)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2020.09.12)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

(2020.01.05)

수서고속철도 개통

(2016.12.09)

호남고속철도 개통

(2015.04.01)

국가철도공단 출범

(2020.9.10)

2020

20102007

신경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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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역

판교 여주를 잇는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탄생한 새로운 이천역.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모티브로 지어졌으며, 자연채
광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설계가 특징
이다. 

2017

강릉역

강릉역은 평창동계올림픽를 위해 강릉
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을 담은 갤러
리 역사로 다시 태어났다. 떠오르는 해돋
이를 형상화한 역사는 야경의 아름다움
이 더욱 특별하다.

2018

영덕역

동해선의 신규 역사 영덕역. 고래불해수욕장을 모티브
로 떠오르는 해와 융기하는 해안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지어졌다. 지상으로부터 약 30m 높이에 지어진 점도 
특징이다. 

나주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
존 역사를 활용하여 운행선 상부에 비정
형 돔을 구축, 나주 읍성과 나주의 배, 푸
른 영산강을 모티브로 완성되었다. 

불국사의 건축적 요소를 현대적 기술과 기능에 맞게 계승하였으
며, 특히 역사 지붕에 한옥 기와의 수려한 곡선미를 반영하였다. 
신라의 왕릉과 문화재를 접목한 광장이 이용객을 반긴다.  

검암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사업 당시 6개의 역사의 중심에 자리한 역사로, 
공항철도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07.03.23)

서해선(소사~원시) 개통

(2018.06.16)

원주-강릉 철도 개통

(2017.12.22)

포항-영덕 철도 개통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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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서관을 품은 가능역

공단에서 첨단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연을 만나거든 가은역

경의선 숲길의 시작 가좌역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가평역

하루 한 번 각계역

염전에서 공단으로 간석역

열차대신 레일바이크 간현역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갈매역

화려한 포구의 추억 강경역

대게들의 천국 강구역

강남을 강남답게 강남역

해를 품은 갤러리 강릉역

강고산의 매화 강매역

늦기전에 또오리 강촌역

부산 법조타운의 중심 거제역

가족을 맞이하는 불빛 거제해맞이역

떠오르는 검은 바위 동네 검암역

수도권 동남부 발전의 축 경기광주역

달리는 말과 함께 경마공원역

근현대사의 기억 공간 경산역

천년 도시 백년 역사(驛舍) 경주역

별★들의 역 계룡역

계양산성을 담은 계양역

역생(驛生) 제2막 고모역

두레의 공동체 공간 고색역

옛 수인선의 추억과 함께 고잔역

자전거길과 함께하는 곡산역

장미 가득한 마법의 성 곡성역

이야기 가득한 곤지바위 곤지암역

사통팔달 마포의 중심 공덕역

꿈이 이루어지다 공주역

알고 보면 힐링공간 공항화물청사역

공원 같은 도시 과천역

활짝 핀 수련꽃 광교역

하늘에서 내려온 빛 광교중앙역

상상 그 이상 광명역

빛나는 태양의 역 광양역

세 번째 이름 광운대역

빛 고을 기억공간 광주역

역전시장 1913 광주송정역

새우젓의 고향 광천역

부산의 대표 환승역 교대역

누군가의 첫 사랑 구둔역

천년고찰로 가는 길목 구례구역

대한민국 성장의 요람 구로역

구리시의 중심 구리역

지역성장의 견인차 구미역

고구려 마을 구성역

안양천을 굽어보는 구일역

서부 부산의 관문 구포역

국수봉 아래 국수역

충절의 고향 군북역

근대(近代)로의 초대 군산역

군포유(Good for you) 군포역

노란 은행잎 굴봉산역

도심 속 예쁜 꼬마역 극락강역

용이 승천하는 금곡역

조연에서 주연으로 금릉역

환승의 정석 금정역

전화위복의 역사 금촌역

사람과 자연의 어울림 기장역

경전철과의 만남  기흥역

문학의 향기 가득한 김유정역

하늘과 맞닿은 황금벌판 김제역

金이 나는 샘 김천역

영남관문의 화려한 부활 김천(구미)역

하늘길로 이어지는 철길허브 김포공항역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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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능
역아름다운 도서관을 품은 가능역

1987년 의정부북부역 으로 출발 
2010년에는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열리기도

가능역은 1987년 10월 의정부북부역이라는 이름의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

다. 당시 역사는 52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2층 슬라

브 양식으로 지어졌다. 지리적으로 의정부시 가장 북쪽

의 역이라는 의미로 북의정부역, 의정부북부역으로 불

렸으나 2006년 수도권 전철이 소요산역까지 개통되

면서 가능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다. 신설 역사들이 생

기면서 의정부의 가장 북쪽역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

이다. 2005년 고가역의 형태로 새롭게 문을 연 역사는 

경기북부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2010년 역사에서 경

기도지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을 만큼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1987.10	 역사	준공

	 경원선	의정부북부역으로	

	 영업개시

2005.08	 현	역사로	신축	이전

2006.12	 가능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2017년 역사 하부공간에 시립도서관 개관 
가능역 비추는 문화의 등대, 가재울도서관

2017년 가능역사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개관한 시립도서관인 가재울도서관은 가능역 주

변을 밝게 비추는 문화의 등대로 자리 잡았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기 위해. 때로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책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특히 책이 어렵기만 한 시민에게 좋은 책을 안내하는 북 큐레이팅 ‘재울이의 책상’을 

운영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능역 주변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초록빛 정원으로 조성되면서 가재울도서관은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옛 의정부북부역 모습 의순공주묘

청나라에 끌려갔던 환향녀(還鄕女)의 비극 
의순공주의 족두리 산소

가능역의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북면(柴北面) 가좌리(嘉座里)·

어릉리(魚陵里)·직동(直洞)이 합쳐지면서 가좌리와 어릉리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가

좌리는 가재울이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가재가 많았던 가재못이라는 큰 연못 이름에서 유

래되었다고 한다. 어릉리가 유래한 어룡골은 왕이 하루 묵어갔다는 골짜기로 본래 어(御)

자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魚)자로 바꿔 놓았다고 한다. 가능동과 이웃한 금오동 천보

산에는 청나라 왕실에 끌려갔다 돌아와 환향녀(還鄕女)라는 냉대 속에 27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일명 족두리 산소와 정주당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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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첨단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1974년 전철개통과 함께 가리봉역으로 출발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974년 8월 수도권전철이 개통하며 가리봉역이라는 이름의 보통역

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역사는 91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설립되었다. 인근에 구로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환

승이 가능하다. 고도성장기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던 노동자들의 발로 역할해오다 2005

년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 오늘날의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 가

산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로 이용승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한 조사에 따르

면 출근 시간대(오전 5~10시) 지하철(1~9호선과 분당선) 역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으로 나타났다. 1974년 건축 이후 47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에 균열,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이용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 2023년 역사가 신축될 예정이다. 

1974.06	 역사	신축	준공

1974.08		 수도권전철	개통과	동시에	

	 가리봉역으로	영업개시

2005.07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70년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이자
40만 근로자가 움직이는 서울의 대표 상권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옛 이름, 가리봉역이 유래했던 지명, 가리봉. 이 지명은 ‘가리’와 인연

이 깊다. 가리는 갈라졌다는 뜻으로 구로구의 전체 땅 모양이 바짓가랑이처럼 갈라져 있는 

것과 연관되어 탄생한 이름이라는 설과 지역의 작은 산봉우리가 모여 마을을 이뤘다는 데

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1975년에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던 곳으로 40만 명에 이르

는 유동 근로자가 있는 서울의 주요 상권이었으며 1995년 3월 금천구가 신설되면서 역사

의 행정구역이 금천구 가산동으로 변경, 이에 역사 역시 10년 만에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바뀐 이름처럼 ‘노동’의 현장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애환이 서렸던 삶의 현장이었던 가리봉 일대가 첨단 디지털단지를 지원하는 배

후 도시로 성장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끈 언니·누나들의 애환 담은
1980년대 벌집의 재현,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가난하고 헐벗었던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구로공단)의 흔적은 

사라져 갔지만, 골목 곳곳에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신념 하나로 청춘을 바쳐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운 언니ㆍ누나들의 애환이 서려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산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있는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이다. 역 1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편 고층 

빌딩 옆 골목에 자리한 이 곳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거주시설 이른바 ‘벌

집’을 재현했다. 수많은 작은 방들이 모여 하나의 주거 단위를 형성해 ‘벌통집’, ‘닭장집’, ‘토

끼장’, ‘비둘기장’이라고도 불렸다. 체험관은 85년 준공된 '벌집'을 개량해 꾸몄다. 방은 보

통 7㎡ 정도로 매우 비좁았지만, 월세가 부담스러워 4~10명이 함께 살았다. 

2023년 신축예정 역사 조감도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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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연을 만나거든 가은역

산세를 닮아 포근한 가은역 

가은역은 1955년 9월 15일 은성역이라는 이름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1959년 2월에 

이르러 가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55년 개통된 문경선의 첫 출발지였던 은

성역. 가은과 마성을 연결한다는 뜻의 옛 이름 ‘은성’은 인근 은성탄광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 옛 이름처럼 은성탄광 석탄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역이었던 가은역은 석탄 산

업이 쇠퇴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소담스럽고 간결한 모습의 역사는 1955년 4월

에 신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공 지붕 형태에 세로로 긴 창문과 출입문의 조화가 인

상적이다. 또한 지붕선의 흐름이 주변 산세와 닮아 포근하고 창틀과 문설주, 출입문에서도 

섬세한 감각을 찾아볼 수 있다. 해방 후 건축된 목조 역사로 광복 이후 일본식을 응용한 한

국형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과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핵심이었던 

석탄산업과 관련된 역사로 그 희소가치가 높아 2006년 12월에 등록문화재 제304호로 지

정되었다. 

1955.04	 역사	준공

1956.09	 문경선(점촌-은성)개통으로	

	 영업개시

1959.02	 역명	변경(은성→가은)

2004.04	 가은선	폐선으로	폐역

2006.12	 등록문화재	제304호로	지정

연혁																																																								

탄광의 흥망과 함께한 역사 

문경은 1926년 남한 최초로 탄광이 생긴 곳인 동시에 석탄 산업의 쇠락으로 급격한 침체

를 겪은 곳이었다. 한때 35만t까지 생산해내던 은성탄광도 이런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결

국 문을 닫게 되자 석탄 수송로였던 9.6km 가은선의 운명도 저물기 시작했다. 2만 5천명

에 육박하던 인구가 5천 명으로 줄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가은역 폐쇄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다. 가은 읍민들에게 꿈의 통로였던 곳. 마을의 사랑방이자 놀이

공원이었던 장소. 그렇게 1995년 3월 31일 오후 7시 20분, 마지막으로 떠난 기차를 끝으로 

결국 가은역은 폐역이 되었다. 폐역이 된 역사는 이후 주거지로 변용되면서 숙직실 끝부분

을 덧달아내어지는 등,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손길마저 떠나고 난 뒤

에는 연탄재와 낙엽만 뒹굴며 우리들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게 되었다.  

은성탄광 광부들

은성탄광 재현 모습

가은역의 새로운 시작 

인근 주흘산, 백화산을 오르는 등산열차나 문경의 유명 온천여행을 위한 관광열차가 이따

금 오갔지만 결국 2004년 가은선의 공식적인 폐선과 함께 가은역 역시 공식적인 폐역 수

순을 밟게 되었다. 그렇게 버려지는 듯했던 역사.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준비하

고 있었다. 가은역을 기억하고, 또 가은역을 사랑하던 사람들. 그 주민들의 손길을 통해 가

은역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가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가 2017년 등록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문경을 닮은 음료와 디저

트를 선보이는 로컬푸드 카페로 변신에 성공하였다. 석탄 기차가 오가던 선로에는 이제 기

차 대신 철로 자전거가 오간다. 수많은 역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가은 오픈 세트장, 그

리고 1999년 옛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 개관한 연탄을 닮은 석탄박물관은 실제 갱도

였던 지하 230m에서 생생한 석탄산업의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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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의선 숲길의 시작 가좌역

1930년 역사(驛舍) 없는 신호장으로 개통
2012년 경의선 지하화와 함께 지하역사 시대로

가좌역은 1930년 경의선 신호장으로 개통, 1963년에 무배치간이역 승격에 이어 1969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옛 역사가 지어진 것은 1976년이다. 네모난 박스 형태의 역사였

던 옛 가좌역의 자리는 오늘날 가좌역 4번 출구자리였다. 경의선과 용산선의 환승역으로 

2005년 용산선이 철거되며 2012년 지하역으로 개통, 비록 역사는 지하에 위치하게 되었

지만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지상승강장을 통해 오가고 있다. 지하로 사라진 역사와 

철길.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가좌역은 현재 그 어느 곳보다 핫 플레이스 역사이다. 경의

선이 지하화 되면서 만들어진 서울 경의선 숲길(가좌역~효창공원역)의 출발점으로 가좌

역과 홍대입구역 사이 ‘연남동 구간’이 한국의 센트럴파크,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 문화

공원의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1930.12		 경의선	신호장으로	개통

1963.11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1969.10	 보통역으로	승격

1976.05	 역사	신축	준공

2009.07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2012.12	 지하역사	개통

연혁																																																								

가재가 사는 맑은 물이 흐르는 동네, 가좌동
고양·인천· 진주시 등에도 같은 지역명  

가좌역은 역사가 위치한 가좌동 지명에서 유래

되었다. 언뜻 특이한 지역 이름이라 생각될 수

도 있지만 사실 가좌란 지명은 곳곳에서 불리

고 있는데, 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의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

구의 가좌동, 경상남도 진주시의 가좌동 등이 

그렇다. 가좌역이 위치한 서대문구 가좌동 지명

은 가재울, 가장자리 마을이란 뜻이다. 큰 마을

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이후 가재

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마을이라는 의

미로 변하였다. 가재는 맑은 물을 상징하는 동

물이기 때문에 가좌 외에도 여러 마을 이름에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가좌동 

홍제천에 가좌동의 이름 유래를 밝히는 가재상이 있다.  
홍제천

경의선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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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가평역

호수의 물빛을 담은 역사

가평역은 1939년 경춘선이 개통하며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오랫동안 청춘들의 MT 1번

지로 역할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57년 삼각 박공지붕의 아담한 역사를 거쳐 1997년 

신축된 옛 가평역은 푸른색 지붕과 연결된 V자 기둥이 인상적인 현대식 건물이었다. 가평

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며 역사도 꾸준히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0년 경춘

선 복선 전철화로 기존 대곡리에 있던 가평역이 달전리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다. 서울과

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자라섬 등 관광지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이런 관광역사

의 특성을 반영하여 맑은 호수의 물빛을 닮은 유리 외벽의 현대식 역사로 재탄생하였으며, 

부기 역명으로 자라섬과 남이섬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역 광장을 활용,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7만 8천 본의 꽃이 있는 플라워 랜드를 조성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역사로 꾸며졌다.

1939.07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7.06		 역사	신축	준공

1997.12		 역사	신축	준공

2010.12		 경춘선	복선	전철화	개통으로	

	 역사	이전

연혁																																																								

옛 가평역의 새로운 탄생, 뮤직 빌리지 '음악역1939'

경춘선 옛 구간이 지나던 폐선부지. 사람도 열차도 떠나고, 역사도 철거되었지만 사라지

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 기적소리가 메우던 옛 역사 공간을 채워가는 음악 소

리. 2018년, 옛 가평역이 ‘음악역 1939’로 돌아온 것이다. 통기타를 들고 자유로움을 노래

했던 청춘의 역사. 옛 가평역. ‘음악역 1939’는 1939년 개통했던 옛 가평역의 역사성에, 가

평군이 국내 최초 음악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을 더해 탄생한 것으로 방문객들이 크고 작은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자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공연을 지원하는 공간이

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조망을 자랑하던 옛 경춘선 포토존 가평철교는 인도교로 탈바꿈하

였으며, 폐선 옆에 시장도 가평잣고을 1923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아름다운 휴양지가 즐비한 너른 벌판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평군(嘉平郡)은 원래 고구려의 근평군(斤平郡)이었던 것을 경덕

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래전 가평은 ‘가라바라’혹

은 ‘가라버러’로 불리던 곳으로 ‘바라’ 혹은 ‘버러’는 벌을 의미하여 ‘평(平)’이 되었으나, ‘가

라’의 의미는 ‘크다’, ‘아름답다’, ‘갈라지다’,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

늘날 가평은 그 모든 해석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지, 남이섬과 자라섬을 골

라갈 수 있는 갈림길. 33만㎡ 넓은 들판에 조성된 국내 최초 정원식 수목원, 아침고요수목

원.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쁘띠 프랑스. 그 모

든 곳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고요수목원은 밤하늘을 수놓는 별천지로 유

명하다. 약 1800여 종에 이르는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재 정원, 단풍 정원, 한국 정

원 등 다양한 주제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2015년부터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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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가평역

상상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남이섬

남이섬은 춘천시와 가평군의 경계로, 섬으로 가는 나루터는 가평역에 인접해있지만 실제 섬

은 춘천에 위치하고 있다. 홍수로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길 때만 섬이 되는 반쪽짜리 섬이었지

만  청평 댐이 건설되면서 완전한 섬이 되었다. 실제 남이장군의 묘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남이섬이라는 지명 역시 남이장군의 묘소로부터 유래하

였다고 전해진다. 과거 앞섬이라는 뜻의 ‘남섬’이라고 불리었는데, 구전되는 과정에서 섬 어

딘가에 남이장군의 묘소가 있다하여 남이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류열풍의 출발<겨울연가>촬영지

남이섬은 1960년대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어 다양한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동물원 등이 있는 

종합휴양시설로 성장하였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이섬은 특히 2002년 한

류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소

이다. 상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의 ‘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기도 

한다. 

자라의 목을 닮은 반달모양의 섬

가평역과 가까운 자라섬은 북한강이 가평 초입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면서 만든 반달 모양

의 섬으로, 자라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자라섬이라 불리게 되었다. 해방 이후 중국인 몇 

명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하여 과거에는 중

국섬이라고도 불렸다고도 한다. 비가 내리면 

섬 일부가 물에 잠기는 곳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다가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리면서 다

양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의 장이자 가평

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계인의 음악 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자라섬의 상전벽해를 알린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재즈라는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으로 세계 여러 뮤지션들이 참가하여 2004년 약 3만여 명의 관객으로 시작, 2013년에는 

약 2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재즈 페스티벌로 성장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2008년에는 가평 옛 읍사무소가 재즈센터로 바뀌고, 다양한 음악 관련 문화행사와 공연

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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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판도 없는 파란 지붕의 간이역
소박하다 못해 단출한 맞배지붕의 일자형 건물

특별한 역명판도 없이 선로 옆에 놓인 파란 지붕의 역사 각계역.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곳. 

만나고 헤어지는 곳. 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각계역은 이웃집

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작은 일자형 건물에 맞배지붕이 올라간 역사는 소박하다 못해 단

출해 보이지만 이제는 거의 남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더 정겹다. 각계역은 1964년 경부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66년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다시 역원무배치간이역이 된 각계역. 2019년 기준, 하루 오전 7시11분에 들리는 대전 

방향 무궁화호가 유일하지만 대전에 장사를 하러 가는 각계 주민들에겐 매우 귀중한 역이

다. 때문에 2010년 영동 관리역에서는 5월을 역사를 점검하고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는 각

계의 달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1964.07		 경부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66.07		 역사	신축	준공

1966.07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승격

1972.07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역 가까이에 고속철도 영동기지 건설
아시아 최대 규모 철도차량 충돌시험 공개시연회 열려

2011년 5월 13일 각계역 인근에 들어선 고속철도 영동기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철도

차량 충돌시험 공개시연회가 처음 열렸다. 영동기지에 마련된 철도차량 충돌시설은 실제 

차량의 충돌시험이 가능한 실물 충돌시험설비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철도차량 충돌

안전성능평가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였다. 해당 시연회는 달리던 열차가 장

애물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기술공개로 철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기관사와 

승객의 상해정도를 감소시키고 철도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

한 연구가 발표되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철도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철도차량 충돌시험 현장 고속철도 영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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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었던 염전지역에서 간이역으로 출발 

간석역은 1994년 7월 11일 경인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오래전 갯벌이 자

리하던 곳으로, 일대가 염전지역이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염빙역으로 불리었다. 

하지만 1960년대 염전사업의 사양화로 염전이 사라지고 공업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최

종적으로 염전이 아닌 지명을 딴 간석역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간석동에 위치하고는 있지

만 실제로는 주안동과의 경계지점으로 간석동 외곽에 자리하여 중심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994.07		 경인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일제강점기 인천에 벽돌 공급하던 연와마을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간촌·석촌·석암·풀무골 등의 마을을 

병합하면서 간촌의 '간(間)'과 석암의 '석(石)'을 합쳐 만들어진 지명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이곳에 있었던 마을을 벽돌막이라 불렀다. 부평역전 일대의 발전을 눈여겨본 어

느 사업가가 연와자재로는 최상품이었던 이곳의 지질을 이용하여 대규모 연와공장을 세

웠기 때문이다. 실제 일제강점기 인천 개항장 일대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많은 벽돌공장

들이 설립되었으며, 그중 일대에 설립되었던 부평벽돌공장, 부평연와합자회사는 한국인

이 만든 인천 최초의 벽돌회사라고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흙벽돌을 만들던 공장자리에 학

교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직 연와마을이라는 이름에서 그 

과거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맛있는 거리, 걷고 싶은 거

리로 새단장하였다. 

간석역

동암역

중앙공원

열우물
전통시장

주안국가
산업단지

주안시범공단

벽동공장이 있던 연와마을 (사진=인천시 공식 블로그)

석바위시장석바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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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벽돌에 녹색지붕, 기다란 수직창의 조화
동화역에 역할 넘겨주고 레일바이크 출발지로

간현역은 중앙선의 기차역으로 1940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2011년 중앙선 복선전철

화로 문을 닫은 역사이다. 현재 남겨진 역사는 1958년에 지어진 것으로 아담하면서도 빨간 

벽돌에 녹색지붕, 기다란 수직창이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시골 간이역 모습이다. 간현역

의 폐역으로 인근 동화역이 간현역의 여객을 이어받았다. 이제 열차는 더 이상 오가지 않지

만, 2013년 역이 원주 레일바이크 매표소로 탈바꿈하면서 인근 국민관광지 간현유원지의 

입구이자 산과 산 사이, 터널과 터널 사이 원주의 멋진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지역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   

1940.04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8.08		 역사	신축	준공

1990.01		 소화물	취급	중지

2011.12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폐역

연혁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기암괴석
넓게 펼쳐진 백사장으로 유명한 간현관광지

섬강과 삼산천이 합쳐지는 지점에 자리한 간현 유원지는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기암괴

석, 푸른 숲과 맑은 강물, 넓게 펼쳐진 백사장으로 이름 높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민 

관광지이다. 관동별곡에서 그 절경을 예찬했을 만큼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유격훈련장으로 역할하면서 잠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그러나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지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 1986년 공익광고협의회 1599호(간첩신고)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문화가 바뀌면서 MT를 오는 대학생들은 줄어들었지만 섬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건설되면서 색다른 재미가 더해졌다. 특히 소금산 출렁 다리는 대한민

국 최장, 최고 산악도보교로 그 길이만 200m, 높이만 100m에 달한다.

간현역 입구 동상의 주인공은?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도입한 문익공 조엄 

고구마는 1763년 문익공 조엄이 일본에 통신사로 가는 도중 대마도에서 종자를 가져오면

서 우리 땅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고구마를 처음 마주한 조엄은 '굶고 있는 백성들이 이 

작물을 재배해서 먹는다면 배를 곯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에 어려운 통관 절차를 거쳐 종

자 반입에 성공하고 마침내 조선 땅에서 재배에

도 성공하게 된다. 이후 고구마는 백성들의 곡기

를 달래는 구황작물이 되었는데 간절함이 낳은 

성공이라고 하겠다. 원주 기업도시 근처에 조엄

기념관이 있으며 간현역 입구에는 조엄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여행객을 반긴다. 

조엄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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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역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갈매역

달리는 말과 말안장을 형상화

갈매역은 1939년 경춘선의 갈매정류소로 처음 영업을 시작, 1971년 성동-성북 간 철도가 

폐지되면서 1974년 폐역 되었다가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화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새롭게 지어진 갈매역은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지어진 것이 특징으로 고구려의 기상

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의 질주 이미지와 말안장의 이미지를 타는 곳 지붕에 형상화한 것이

다. 과거 한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오늘날에도 서울시와 맞닿은 곳이다. 풍수지리상으로 

목마른 말이 화접리에 있는 샘말의 물을 먹는 모습, 즉 갈마음수형(葛馬飮水形)이라 갈매가 

되었다고 한다. 

1939.	07.		 경춘선	갈매정류소로	영업개시

1974.	08.		 폐역

2010.12	 여객영업	재개

연혁																																																								

고구려·백제·신라의 접경이자 태조 이성계가 묻힌 곳 

구리시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접경 지역으로, 475년 장수왕에 의해 고구려에 

속했다가 신라 진흥왕에 의해 신라 땅이 되었다. 갈매역은 갈매동 지명에서 유래하였는데, 

1914년 노원면의 담터와 구지면의 사노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갈매리라 하고 구리면에 

속하게 되었다. 풍수지리상으로 갈마음수형(葛馬飮水形)이라 갈매가 되었다는 설과 마을 

주위의 산의 모습이 칡과 매화 같다 하여 갈매가 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인근에 자리한 

동구릉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왕릉으로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하여 여러 왕

과 왕비의 능이 속해 있다. 태조 이성계가 갈매 일대에 묻히면서 칡넝쿨과 연결하여 이를 

알려주면서 갈매가 되었다고도 한다.  

경춘선 자전거길의 출발점

경춘선 자전거길은 서울 성북구 광운대역에서 강원도 춘천역에 이르는 자전거길로, 2015

년 갈매역-마석역 구간이 개통되었다. 서울을 벗어나서 만나는 경춘선 자전거길의 출발점

이자 종점인 갈매역. 샛터 삼거리에서 북한강 자전거길과 만난다. 어룡, 마치터널도 옛 모

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자전거를 달리면서 경춘선 옛 추억을 떠올리기에 더없이 좋다. 

건원릉

어룡터널마치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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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려한 포구의 추억 강경역

논산훈련소 면회 열차가 출발했던 독특한 이력

1911년 호남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강경역은 논산과 익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

다. 과거에는 연산역처럼 강경역에도 급수탑이 있었으나 30여 년 전 철거되어 현재에는 찾

아볼 수 없다. 포구가 유명했던 마을. 철도와 도로 같은 육지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차 쇠퇴

하고, 한국전쟁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황폐화되며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1957년 육군 

논산 훈련소 연무대역과 연결하는 강경선 개통에 이어, 1987년 현재의 역사가 준공되었다. 

때문에 훈련소 입대 장병 면회 열차가 출발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강경역엔 새로운 재미가 가득하다. 김장 김치를 담그는 철이 되면 젓갈을 사러 오는 

사람들, 근대 건축물과 호젓한 역사의 분위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1911.11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11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6.06				 역사	신축	준공

1987.09				 현	역사	복원	준공

연혁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운교통굴
근대 건축유산의 백화점, 강경 

1990년 금강 하굿둑이 생기기 전까지 강경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중요 해

운교통로였다. 나룻배가 금강을 거슬러 내륙에 닿을 수 있던 곳. 때문에 강경은 조선말까

지 평양장, 대구장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원산포와 함께 조선 2대 

포구이기도 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이다. 실제 조국을 일본에 팔

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완용의 운구가 시작한 곳도 바로 강경역이다. 철도를 

통해 옮겨진 시신이 강경역에 도착, 익산 장지까지 이동한 것이다. 비록 1899년 군산항이 

문을 열고, 교통의 중심이 철도로 바뀌면서 해상 교통 중심 지역으로의 영화는 멀어졌지만 

오늘날 강경 역사박물관인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던 김대

건 신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강경성당(등록문화재 제650호) 등 다양한 근대역사유물

이 남아 과거 강경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인근 학교 강당부터 학교 관사에 이르기

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나무에 붉은 빛이 물드는 가을이 되면, 새우에도 맛이 든다. 강경역 스탬프의 주인공이다. 

강경은 그 귀하다던 소금뿐만 아니라 서해의 풍부한 해산물이 늘 넘쳐났던 포구였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팔고 남은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염장이 발달했다. 옛 시장에 넘쳐났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물길도 끊어졌지만  오랜 세월 젓갈을 담그던 솜씨는 어디 가지 않는 

법이다. 오늘날 강경의 젓갈 시장이 최고라 불리는 이유다. 매월 젓갈과 관련된 음식을 만

들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젓갈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

지 젓갈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젓갈 백반이 특히 인기이다.

1960년대 강경포구

강경역사관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물길은 끊어졌지만 
오랜 세월 
젓갈 담그던 솜씨는 
독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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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게들의 천국 강구역

구불거리는 오십천 물길을 형상화
시원스럽게 붓을 휘갈긴 독특한 모습 

강구역은 2018년 1월 개통한 동해선의 보통역으로 동해선 영덕 연장구간 중 유일한 단선 

승강장 역이다. 잘 갈린 먹을 붓에 충분히 묻혀 시원스럽게 휘갈긴 모습의 역사. 정면에서 

보면 (ㄱ)자로도 보이는 역사 외벽 아래 쓰인 강구역 역명판은 색다른 재미를 준다. 작지만 

세련되고 깨끗한 모습의 강구역은 구불거리는 강의 물길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졌다. 바로 

강구항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강구항은 주왕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십천 계속의 맑은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가기 전 만나는 작은 포구이다. 역명의 유래가 된 지명 역시 강구, 즉 오십

천 하구라는 뜻이다. 

2018.01				 동해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박달나무의 속처럼 야무진 박달게

1997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드라마로 최불

암, 최진실, 박상원, 차인표, 송승헌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종영 당시 시청률이 

60%를 넘기는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강구항이다. 한적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어촌 바닷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강구항을 찾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강구항은 대게들의 천국으로도 불리는데 대게들의 전국 최대 집산지로 끝

없이 늘어선 대게 요리집과 시끌벅적한 공판장의 모습이 가히 장관이다. 특히 강구

항의 대게는 박달나무의 속처럼 야무지다고 하여 박달게라고도 불리며 일제강점기

부터 최고의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강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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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강남을 강남답게 강남역 첫 출근의 설렘과 희망처럼

다이내믹한 미래의 시간이 숨 쉬는 곳

2005년 신분당선 주식회사 설립과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1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신분당

선 일부 역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개통을 연기, 2011년 10월 28일 신분당선이 확장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강남역은 신분당선의 환승역이 된 동시에, 기존 8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확장되었으며 유동인구의 증가로 일대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역사는 미

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IT, Hi-Tech의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젊고 역동적인 역사

로 디자인되었으며 미래 여행의 한순간을 담아낸 작품 ‘첫 출근’을 통해 강남역의 활기차고 

다이내믹한 특성과 이용객들의 설렘과 희망을 표현해냈다. 

1982.	12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2011.	10		 신분당선	개통

연혁																																																								

2호선 강남역
신분당선
강남역

삼성전자

서운중학교

역삼문화공원
서울서초
초등학교

우리나라 전철역 중 가장 붐비는 역  
대한민국 압축 성장의 상징이자 최대 상권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대 상권이자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과 그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은 대한민국, 강남역. 1980~1990년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상징 역사이

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1978년 지하철 2호선이 착

공되어 1982년 12월 23일, 강남역이 개통되면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개발이 본격화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실제 우리나라 전철역 중 가장 붐비는 역으로 매년 부동의 1위 자리를 놓

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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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강남답게  강남역 

강 북쪽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 농사짓던 땅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永東)

19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놓이고 1970년 경부고속도로 전면 개통으로 한강 이남

이 개발되기 전, 강남은 강 북쪽의 사람들을 위해 무와 오이, 콩 농사를 짓던 시골 땅이었다.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영동’이라 불리던 곳. 그러나 1974년 뉴욕제과가 문을 열고 강

남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2호선 개통되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초고

층 빌딩이 들어서고, 2008년에는 서초 삼성타운이 완공되기에 이른다. 비록 추억의 장소였

던 타워레코드와 뉴욕제과는 사라졌지만,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쉐이크쉑’과 다양한 플래그 

십스토어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남역에 신바람 불어넣은 ‘강남스타일’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명소로 급부상

1990년대 X세대들이 모여들며 신세대 문화를 만들어내고, 카페와 클럽문화를 확산시키며 

젊은이들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강남역. 가로수길과 이태원 등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새

로운 장소에 핫플레이스의 역할을 넘겨주기도 잠깐,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강남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 외

래 관광객 실태 조사’ 중 외국인들의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에 강남역이 새로운 강자

로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며 강남역에 모여드는 회사원들과 틈틈이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 몰려든 대학생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 최

근에는 공무원 학원들이 문을 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까지 모여들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어가고 있다.

강남역-삼성전자 사옥 연결구간

1970년대 강남

강남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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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 강릉역, 갤러리가 되다

아득히 높은 천장아래 해돋이와 가시연이 재현

1962년 11월 6일 영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강릉역은 1979년 경포대역이 폐쇄되

면서 영동선의 종착역이 되었다. 옛 강릉역사는 2006년 새마을호가 폐지된 후로는 무궁화

호만 오가며,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답지 않게 작고, 낡은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영동과 태

백의 험준한 산자락을 따라 6시간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던 곳. 그러던 2017년 12월, 

KTX 개통과 함께  문을 연 강릉역은 아득히 높은 천장 아래 경포대의 해돋이, 50년 만에 핀 

경포호 가시연이 그대로 재현되는 명품 갤러리로 돌아왔다. 새로운 강릉역은 그 야경의 아

름다움이 특히 손꼽힌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태양과 해돋이를 형상화한 역사의 모습은 대

한민국을 넘어 강릉을 다녀간 세계인들에게 오랫동안 남을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1962.11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62.11	 역사	신축	준공

1979.03	 경포대역	폐역으로	영동선의	

	 종착역이	됨.

2014.09	 경강선	공사를	위한	

	 임시	휴업	개시

2017.12	 고속철도	개통으로	

	 여객	취급	재개	및	

	 현	역사	신축	준공

연혁																																																								

강릉행 기차는 어디로 갈까요?

강릉역사 탄생의 우여곡절

한때 강릉역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구정면 금광리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이에 강릉시는 이 

부근에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물류유통단지 건설을 계획하기도 하였는데 10여 년간 역 건

설이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되었다. 강릉역 인근 주민들은 역 이전으로 인

한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여객수요확보 등의 문제를 들어 기존 역의 위치를 고수

하되 철길과 역을 지하화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반면 이전 예정이었던 구정면 주

민들은 10여 년 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첨예

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오랜 논란 끝에 기존의 강릉역 위치에서 사업비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지금의 강릉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신축공사 당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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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담은 강릉역

눈길 닿는 곳에 신사임당의 손길이 

강릉은 예로부터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고구려 때는 ‘높고 넓으며 웅장하다’는 뜻의 하

슬라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도 대도호부로 자리였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대도호

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릉과 안동 등 4곳뿐 이었다. 조선 중기의 뛰어난 예술가 신사임당 

역시 이곳 강릉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새롭게 디자인된 강릉역은 구석구석에서 신사임당

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과 

같아 닭이 그녀의 풀벌레 그림을 쪼았던 옛 일화를 생각해보며, 그녀의 뛰어난 작품을 감상

하는 재미도 새로울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히든 챔피언, 강릉선

험준한 강원산맥을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한 대장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었다. 또한 이후 도쿄 하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연결되어 동북

아시아 올림픽 시대가 개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국가철도공단은 평창동계올

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역과 강릉역을 1시간 54분 만에 연결하는 경강선을 건설

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은 IOC로부터 동계올림

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는다. 특히 경강선은 1968년 경전선 완공 이후 40여 

년 만에 개통한 신설 간선철도 노선으로 험준한 강원도 산맥을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한 대

공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강릉선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철도가 선물한 강릉의 새 명소, 월화거리

신라 유일의 차문화유적지, 커피의 도시가 되다 

강릉은 신라시대부터 화랑들이 차를 마셨던 차문화 유적지, 한송정이 남아있는 곳이다. 최

근에는 안목 강릉항의 커피자판기 거리가 연인들의 커피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강릉항 지

구를 비롯한 도시 전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커피 명장들이 모여 커피거리가 탄생했다. 또

한 2014년 강릉~원주 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로 폐철도부지에 조성된 월화거리는 

신라시대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애틋한 사랑이야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월화거리 끝 강

릉교 건너에 위치한 월화정은 1930년 강릉김씨 후손들이 세웠던 정자를 2004년에 다시 

복원한 것으로 옛 철길을 따라 걷는 연인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월화거리 거리공연월화거리 

강릉역 테마공원의 강릉선 준공기념 조형물 월화정

신사임당과 신사임당의 초충도강릉역을 수놓은 신사임당 초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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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흐름을 담아낸 환경 친화적인 역사

강매역은 1974년 경의선 행주역(임시승강장)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 역원 무배치간이역으

로 승격하였다가 1976년 현재의 강매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  2009년 경의선 복선전

철 개통으로 행신역과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2014년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광

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행신2지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재개통하게 되었다. 처음 개역 

당시에는 강매동에 자리하였으나, 역사 이전으로 행신동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역

사는 강고산과 매화를 형상화한 설계로 자연의 흐름을 연계한 공간구성을 통해 자연 친화

적인 역사로 구현되었다. 역간 거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재개통된 

역사였던 만큼 역사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1974.05		 경의선	행주역(임시승강장)으로	

	 영업개시

1974.08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1976.05		 강매역으로	역명	변경

1992.01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2009.07		 강매역	폐지

2014.10		 경의선	역사로	영업	재개

연혁																																																								

새우젓 배들이 드나들던 강고산마을 

강매역 역명이 유래한 강매동은 과거 조선시대 한성부 고양군 고지도면 지역으로 1910

년 리와 동을 합병하는 정책에 따라 매화정리와 강고산리를 합하여 강매리라 개칭하게 되

었다. 강고산마을은 한강의 새우젓 배들이 고양 사람들에게 판매할 새우젓을 내리던 동네

로, 샛강 건너의 갈대섬에 나

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갈

대섬과 강둑을 이어주던 다리

로, 경기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간통행용 석조 교량인 

‘고양강매석교’이다. 조선시대 

전통 교량 축조방식과 구조의 

전승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202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고양강매석교

강매마을 매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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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북한강은 보이지 않지만

강촌역은 1939년 7월 25일 경춘선 개통과 함께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여객인원이 많아지면서 1961년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승격되어 연이어 역사를 신축하였으

며, 2010년에는 수도권광역전철개통으로 기존의 강촌리에서 1.3km 정도 떨어진 방곡리로 

역사를 이전했다. 

옛 강촌역은 1면 1선으로 열차를 정차시키던 구조로 1995년 돌더미가 철로에 떨어지는 낙

석사고를 막기 위해 피암터널을 건설하였다. 이때 건설된 터널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

기 때문에 콧구멍 터널로도 불렸다. 북한강과 나란히 나있는 경춘선을 달리다가 자욱하게 

낀 물안개와 북한강을 볼 수 있는 경치가 남달랐던 곳. 비록 그 위치가 바뀌면서 바로 역에

서 북한강을 만날 순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름만큼은 강촌역으로 남아 손님들을 맞이하

고 있다. 새로운 역사는 역사와 지명을 따라 타는 곳 지붕에는 배의 이미지를 적용하고, 역

사에는 구곡폭포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1939.07	 경춘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61.07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승격

2010.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낙서, 예술이 되어 청춘을 부르다 

경춘선의 역들 가운데서도 특히 강촌과 대성리는 대학교 MT의 성지로 독보적인 곳이었

다. 때문에 경춘선을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는 먹을거리와 통기타를 든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의 외박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을까, 강촌역은 피암

터널 50개의 콘크리트 기둥뿐만 아니라 간판과 관광안내판, 심지어 철로까지 각양각색의 

낙서들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2008년 코레일과 한국관광공사는 강촌역 낙서를 예술로 

승화하는 그래피티(Graffiti)프로젝트를 추진, 강촌역사는 공공시설 최초로 그래피티 역사

로 태어나게 되었다. 지금도 옛 강촌역사에는 수많은 청춘이 새기고 간 낙서와 그래피티가 

그대로 남아 다시 찾아오는 그 시절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다.  

70년대 경춘선열차 페역이 된 옛 강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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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 또오리  강촌역 

30년 세월을 넘어 다시 돌아온 흔들다리

1970년대, 강촌에는 도심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볼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강촌 출렁

다리이다. 1972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인 등선교는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그 

특이한 모양으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강촌유원지 최고의 명물이다. 1985년 수해와 이

용자 감소로 철거되었지만, 30년 만인 2015년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복원되었다. 크

기는 조금 작아졌지만,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주말이면 그 모습을 보기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멸종위기종 오리, 강촌역장이 되다

2019년, 7월 8일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 구 강촌역을 찾는 여행객들의 안내를 위해 ‘또오

리’ 역장이 취임하였다. 5m 높이의 이 조형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 수가 매우 적은 멸종

위기종 호사비오리를 역장의 모습으로 형상

화한 것이다. 천연기념물 448호이자 백두산

이 고향인 이 오리는 지난 2005년 북한강에

서 처음 관찰된 이후 매년 북한강에서 겨울

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단골손님이었지만, 

이제는 구 강촌역의 역장으로 방문객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막국수와 닭갈비의 유래

춘천의 먹을거리로 단연 막국수와 닭갈비를 빼놓을 수 없다. 닭갈비는 닭고기를 양념에 재

워두었다가 떡, 고구마, 양배추 등과 함께 철판에 볶아먹는 요리로, 1960년 무렵 춘천의 한 

갈빗집에서 비싼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태어났다. 당시 춘천을 찾았던 군인

들과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오늘날 

전국에서 사랑받는 음식으로 성장했다. 

메밀, 먹거리를 넘어 볼거리로

막국수는 겉껍질만 벗겨내어 거칠게 빻은 메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면 음식으로 산지가 많

은 강원도 일대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19세기 일제에 저항하던 의병들이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그 메밀이 춘천 읍내로 유입되었는데,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생계를 위해 막국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강촌1리, 2리 주민들이 3만㎡ 규모의 메밀꽃밭을 조성하여 자전거 도로와 구곡

폭포를 찾는 강촌 여행객들의 새로운 볼거리를 선물하였다. 

강촌역 흔들다리 야경등선교 교각 일부가 남겨진 옛 등선교옛 등선교에 몰려든 관광객들

강촌 메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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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읍성의 남문 입구, 남문구역으로 출발 

거제역은 1989년 8월 남문구역이라는 이름의 동해선 임시승강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하

루 2회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작은 역이었지만 동해선과 도시철도의 환승역이 되면서 인근 

법조타운을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제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새롭게 지어진 거제

역사는 파도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옛 이름인 남문구는 동래읍성의 남문 입구

에 있던 마을이라는 지

명에서 유래되었다. 현

재 동래경찰서 자리에 

있던 동래읍성의 남문을 

통과하여 세병교를 지나 

부산진성으로 가는 길의 

초입에 있던 마을로 일

찍이 철도가 들어선 교

통의 요지였다.

1989.08	 동해선	임시승강장으로

	 영업개시

2005.11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

2016.12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연혁																																																								

법조단지로 변신한 육군정비창

옛 남문구역, 오늘날 거제역이 자리한 거제2동 지점은 거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로 

안동네, 본동네, 본동마을이라 불렀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부산진-동래 남문 간 궤도를 

따라 증기기관차와 전차가 달리던 동네. 1970년대 이전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으

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종합운동장, 부산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서며 지금의 모습으

로 바뀌었다. 부산법조타운은 과거에는 육군 정비창이 있던 곳으로 서구 부민동에 있던 부

산지방 고등법원과 부산지방 고등검찰청이 이전해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씨족사회가 형

성되어 옛 전통을 잇는 당산제가 행해져 오고 있으며 당산나무인 300여 년 된 보호수 소

나무가 남아있다. 

거제동 전경

부산지방법원부산법조타운남문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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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맞이하는 불빛 거제해맞이역

좁은 승강장에 설치된 1940년대 대표적인 간이역
거제역에 이름을 넘겨주고 현대식 건축으로 거듭나

동해선의 거제역과 거제해맞이역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바로 거제해맞이역

의 원래 이름이 거제역이었기 때문인데, 동해선과 도시철도 명칭 일원화 방침에 따라 남문

구역에 그 역명을 넘겨주며 오늘날 거제해맞이역이 되었다. 옛 역사는 단층으로 대합실과 

역무실이 한 건물에 있으며 역사 지붕은 대칭을 이루는 두 평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좁은 

지형 때문에 역사가 승강장 위에 설치된 1940년대 대표적인 간이역이었다. 희귀한 형식의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높았지만 2006년 간이역 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하면서 추억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뒤를 이어 들어선 거제해맞이역은 갈매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1940.	12		 동해선	거제역으로	영업개시

2011.	10		 여객취급중지

2016.	12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연혁																																																								

볕이 잘 들어 살기 좋은 따뜻한 동네
이름만 보고 바닷가로 오해할 수도

거제해맞이역의 이름을 보고 바닷가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구도심에 위치한 역으로 바닷

가와는 거리가 멀다. 처음 거제역의 새로운 이름으로 예정되었던 것은 인근에 위치한 화지

산에서 따온 화지산역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거제해맞이역으로 

정해졌는데 '해맞이'라는 역명은 옛 지명인 '홰바지'에서 유래한다. 홰바지의 유래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밤에 돌아오는 동래부사를 마중 나가던 곳이나, 부산진시

장으로 일하러 간 상인들을 가족들이 마중 나오던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

해진다. 또한 특히 볕이 잘 드는 마을로 따뜻한 살기 좋은 동네를 의미하여 그 이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매우 깊다. 

옛 거제역

훼바지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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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본사가 있는 공항철도의 중심 역사
역 구내의 서예가 검여 유희강 작품도 유명

검암역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철도역으로 2007년 3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천공항과 김

포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사업 당시 6개의 역사의 중심에 자리한 역사로, 공항철도 본

사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검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1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일반철도 

이용 승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흥 도시지역의 역사답게 인천 지하철 2호

선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하철 방향에 지역 출신의 유명 서

예가 검여 유희강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하고 있다. 

2007.	03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으로	

	 영업개시

2016.	07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연혁																																																								

서인천고 담장 옆 거대한 검은 바위가 지명 유래

역명이 유래한 검암 일대는 조선시대에 부평부 모월곶면에 속하였던 지역이다. 1914년 행

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검암리와 간재리를 합하여 검암리라 하고 부천군 서곶면에 편입되

었다. 1940년 일제강점기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군함과 지휘관 이름

이 붙여졌는데, 때문에 일본함대 해군 소장의 이름을 따서 과생정(瓜生町)으로 잠시 불리

게 되었다. 1946년 해방 이후 다시 본래 이름인 검암동으로 개칭되었다. 실제 검은 돌이 많

아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 검암역 인근 서인천 고등학교 담장에 20여m의 거대한 검은 바

위가 자리하고 있다. 

검여 유희강 작품 전시장 검은 바위



7776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ㄱ

경
기
광
주
역

수도권 동남부 발전의 축 경기광주역

광주광역시 광주역(光州驛)과 혼선 방지위해 
경기광주역(京畿廣州驛)으로

경기광주역은 2016년 9월 24일 경강선 개통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단일출구가 있는 형

태의 역사로 광주광역시의 광주역(光州驛)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광주역(京畿廣

州驛)이라 이름 붙여졌다. 지역 내 들어선 첫 철도로 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처럼 역사 준공 이후 주거지와 다양한 문화시

설이 들어서며 랜드마크로 성장, 지역경제 발전의 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2016.	09	 경강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강원·충청·경상의 물산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
한때 마장동 우시장보다 컸던 경안 우시장

광주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 한양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주요 물산이 모이

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 초기의 <동국여지승람> 경기도편에 따르면 광주의 경안역이 나

온다. 한양과 광주, 이천, 여주, 충주와 이천, 음죽을 잇는 역로의 중심으로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 곳. 바로 오늘날 경기광주역이 자리하고 있는 

역동(역말)이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철학자 정약용이 들렀다가 형에게 시를 보낸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마을 이름이 역촌, 역말로 바뀌었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

었다. 18세기부터 여러 시장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지역의 중심시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경안시장이 있다. 현재는 우시장이 사라졌지만, 과거 경안시장의 우시장은 

1960~70년대 서울 마장동의 우시장보다 규모가 컸다고 전해진다.

국내 유일의 ICT 분야 특성화대학

부역명인 ICT폴리텍대학은 국내 유일의 ICT 분야 특성화대학으로 IT 인프라 구축과 정

보 통신 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1978년부터 운영해오던 직업훈련원에서 태어났다. 이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으로 설

립, 2003년 4개 학과 160명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식으로 개교, 2014년 ICT폴리

텍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기업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ICT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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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말과 함께 경마공원역

경마장 이용고객을 위해 들어선 ‘경마장역’

경마공원역은 1994년 4월 1일 경마장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올림픽 승마장

을 건설할 당시 경기장 앞 역사 건립이 기대되었으나, 지하철 4호선의 최종 노선 계획에는 

경마장역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마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사회에서 추

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경마장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접근성과 편

리성의 향상으로 경마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 경마장역 개통 전 최고 입장객이 6만 665명

(1994년 3월 20일)이었으나 개통 이후 연이어 신기록을 경신하며 5월 22일 무궁화 배 대

상경주일에는 7만 6,502명이 입장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후 2000년 1월 1일 경마공

원역으로 역명을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	04		 과천선	경마장역으로	영업개시

2000.	01		 경마공원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선바위역

렛츠런
파크서울

과천
실내체육관

서울랜드

국립과천
과학관

말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하는 곳, 렛츠런파크

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서울 경마공원은 1983년 국무총리 지시 제8호

에 의거해 한국마사회가 1984년 착공에 들어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

림픽대회를 치르고 1989년 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경마장과 13만㎡ 부지의 공원, 마사박

물관, 승마 훈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마를 보고 베팅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 경치가 매우 훌륭하며 가족 공원 내에는 어

린이 승마장이 있어 아이들이 직접 조랑말을 만져보고 승마를 체험해볼 수 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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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1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71.08	 역사	신축	준공

2011.10	 현	역사	신축	준공

연혁																																																								

경산의 명물 갓바위를 형상화

경산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 1971년 278.4㎡의 철근콘크리트 슬

라브 2층의 옛 역사를 신축하였으며 2006년 고모역의 화물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되었

다. 이후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여객의 증가로 2011년 연면적 1천362㎡ 지상3층의 현재 

역사를 설립하였다. 특히 경산의 명물로 이름 높은 갓바위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인데, 갓

바위란 팔공산도립공원에 위치한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을 뜻하는 것으로, 갓

바위 부처로 불리기도 한다. 정성을 다해 빌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있어 기도하

기 위해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채굴동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까지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 공간, 경산 코발트 광산

경산지역은 과거 코발트 광산이 있던 마을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공간이

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는 코발트는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제작을 위

해 채굴되기 시작하여 경산역을 통해 부산과 일본으로 옮겨졌다. 그 단단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변변한 안전장비도 없이 채굴 현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광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전쟁 당시 이념의 대립으로 수많은 민간

인이 학살당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산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기억이 새겨진 공간이다. 

2019년 새롭게 조성된 경산현충공원은 충혼탑, 6.25전적기념탑, 월남참전기념탑, 무공수훈

자공적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경산향교경산역

경산현충공원

중산지

경산시
남매공원

코발트광산 전경 민간인 학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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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닿아 있는 너른 갓 
간절한 중생들의 소망 가득

팔공산(1193m)은 해발 고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대구를 비롯해 경북 내륙의 5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북의 영산이다. 통일신라 때는 동쪽 토함산, 서쪽 계룡산, 남쪽 지리산, 북쪽 태

백산 중심에 있다고 중악(中岳)으로 불리기도 했다. 팔공산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절집이나 

굿당들이 즐비하다. 특히 동쪽 끝자락 해발 850m 관봉 정상에 앉은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영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현세의 구복을 비는 약사신앙의 명소

불상이 갓 모양의 너른 판석을 이고 있어 흔히 ‘갓바위’로 불리는 이 불상은 현세의 구복을 

비는 약사신앙의 명소이다. 불상의 영험함은 실제나 전설로도 증명된 바 없지만 수능 시험 

때나 연말연시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이면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코발트 광산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
오가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역전마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하양군, 자인군, 경산군 지역과 신령군 남면의 일부가 합쳐져 

경산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1981년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로 

편입된 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산시가 되었다. 오랜 시절 기차역과 그 운명을 함께

한 도시. 일제강점기 코발트 광산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쪽방촌이 자리하고 역을 오가

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역전마을. 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차 역전마을의 활기도 

잃어갔지만 2018년 경산역 역전마을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2017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

상스’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경

산의 관문, 역전마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의 주

거 시설 및 노후 시설들을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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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신라문화유산도시 경주
백년 근대문화유산 경주역

경주역은 1918년 11월 1일 협궤선 영업을 시작으로 1926년 서악역과의 통합 등 수차례 증

축과 개보수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처음 경주역은 1921년 목조의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재의 경주역은 이전 역사와 규모나 건축 방법에서 많은 차이

를 보인다. 현관 지붕은 처마 양단부를 살짝 올린 곡선형 평지붕으로 마치 석탑의 옥개석처

럼 보이며, 본관 지붕은 우진각에 정면의 현관 상부 지붕을 한단 더 높여 솟을지붕과 비슷

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1936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기존 사정리에서 서정리로 경

주역을 옮기면서 현대식 경주역사를 새로 신축했기 때문이다. 단층 소규모 건물이 주류였

던 그 시절, 거대한 경주역사는 식민지배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것이다. 

경주역, 歷史가 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건설한 동해선 선로는 사천왕사, 동궁과 월지 등의 중요문화재

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의 권고로 동해선을 

외곽으로 이설하여 2021년, 현재의 신경주역에 이관 예정이다. 현재의 역사는 2013년 철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될 예정으로 비록 철도 역사로의 역할은 끝이 났지만, 지난 100

여 년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그 자체로 남게 되었다. 

길은 역사를 닮았다. 
그 끝은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1920년을 전후하여 경주는 최고의 고적 관광지로 부상한다. 1925년에 경주 관광객이 내

외국인을 합하면 매년 10만에 이르렀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인기 수학여행지로 자리 잡으면서 역사도 성동리로 옮겨졌으며 부산-경주, 울산-경주 

노선이 표준궤로 개량되었다. 일제 당국은 이런 경주 여행을 문화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이

용하면서 경주 신라문화를 고대 일본의 일부로, 식민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

다. 하지만 1930년 이후 조선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주를 통

해 우리 것을 알고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의도치 않게 조선인들에게 자기 문

화에 대한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국 전통양식의  옛 경주역1921년 목조역사로 지어진 경주역

1935년 경주 수학여행 단체사진 일제시대 경주관광 사진엽서 첨성대 사진엽서

1918.11	 경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36.12	 역사	신축	준공

2007.11	 화물	취급	중지

2021.	 폐역	예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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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그 자체로서의 경주역

1926년, 129호분(서봉총)이 발굴되었다. 1921년 금관총 유물 발견 이후, 일본 고고학자가 

129호의 발굴조사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분구 봉토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자금과 흙과 돌을 버

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바로 그때, 1926년 5월 경주역의 기관

고를 증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기관고 부지의 매립공사를 위해 대량의 흙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129호분의 봉토를 매립용으로 반출하고, 학자가 그것에 의해 노출된 매장 주제를 

조사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 129호 발굴

에는 일본 여행 중이었던 스웨덴의 구스타프 황태자가 발굴에 참여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

해 스웨덴의 한자발음인 서전국과 발굴된 금관에 붙은 봉황의 앞 글자를 따서 서봉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구스타프 황태자가 많은 유물들이 어지러히 섞여 

있는 바닥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복원 후 서봉총금관 서봉총에서 발굴된 금관

서봉총은 원형 봉분에 돌무지덧널무덤으로서, 금관

을 비롯하여 금제 장신구,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물건

인 유리제품 및 토기 등 수많은 유물이 나왔다.

구스타프 황태자 서봉총발굴 기념비

경주 대릉원

경주역 급수탑

1939년 1월1일 단체사진 1973년 1월1일 단체사진 경주역에 정차 중인 새마을호열차

경주역에 대한 특별한 사랑

경주역이 문을 열었던 191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매년 1월 1일이면 직원들이 단체 사

진을 찍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역에 대한 철도인들의 애정이 남달랐는데, 실제 

경주역은 1979년에 새마을호가 배차되었으며 1988식 차량이 도입되자마자 바로 그 해 서

울올림픽을 위한 최신형 동차가 배차되었던 역으로 역명코드도 021, 바로 부산역 다음이

다. 1979년에는 경주역에만 15명의 역무원이 근무했다고 하니, 그 철도인들의 애정만큼이

나 그 시기 경주역의 규모와 위상도 특별했음이 분명하다.

장수(長壽) 급수탑과 무사고(無事故) 기원탑 

철길 너머 보이는 높이 약 20m의 급수탑. 1927년 세워진 이 급수탑은 약 150t의 물을 저

장할 수 있으며 당시 철길을 달렸던 증기기관차의 용수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였다. 이제 

더 이상 증기기관차는 달리지 않지만 전국에 남

은 모든 급수탑 중 유일한 현역으로 역에서 필

요한 음용수 외의 모든 용수를 저장, 공급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급수탑 옆에는 석가

탑을 닮은 10층짜리 무사고 기원탑이 있다. 7m 

높이의 이 탑은 본래 급수탑과 비슷한 시기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신사참배를 위해 세워

진 구조물이었다. 하지만 1955년 7월 한국전쟁 

이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제 신

사참배 계단 위에 4층 정방형의 탑 모양을 덧붙

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무사고 기원탑

으로 다시 세워졌다. 
무사고 기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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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역별★들의 역 계룡역

1911년 두계역으로 출발, 2004년 KTX 운행
역사 인근에 계룡 신도시 조성되며 급성장

계룡역은 1911년 7월 20일 호남선 두계역으로 영업을 시작, 1977년 12월 역사 신축에 이

어 2004년 KTX가 개통하며 오늘날 선상 역사로 신축되었다. 옛 역사는 블록조 기와 단

층에 일자형 모임지붕으로 전통가옥을 모방한 모습이었다. 한때 유동인구가 줄어들며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3군 본부 등이 이전하고 역사 주위로 계룡 신도시가 조성되면

서 연간 40만 명이 이용하는 역으로 성장하였다. 94년간 사용되어오던 두계역 이름이 

2005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계룡역이라는 이름으로 역명을 바꾸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계룡시와 계룡대의 관문으로 군인들이 이용이 많아 여행장병안내소(TMO)가 

설치되어있다.

1911.07	 호남선	두계역으로	영업개시	

1977.12	 역사	신축	준공

1991.12	 역사	증축

2004.07	 고속철도	운행개시	

2005.09	 계룡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지상군 페스티벌 등 군(軍) 문화 축제가 열리는 도시
옛 이름 두계는 인근에 녹두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

계룡시는 2003년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시이다.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결코 

작지 않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던 계룡 일

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요충지가 된 것은 1989년부터 육해공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이

전하며 대규모 군대 시설과 전국의 군인들, 군인 가족들이 몰려들면서 부터이다. 군 요충

지답게 매년 지상군 페스티벌과 세계 군 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세계의 군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재미가 남다르다. 

계룡역 앞 팥거리와 팥거리 축제

계룡역의 옛 이름 두계. 당시 두계역 역명이 유래했던 두계리는 조선 태종 이성계가 도읍

을 정하려던 신도안의 외곽으로 인근에 녹두밭이 많아 팥거리, 두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

다. 당시 신도안에 궁궐을 지을 때도 인부들에게 팥죽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

다. 팥은 콩과 비슷한 조건에서 잘 자라지만 다습한 곳을 좋아하며, 늦게 파종하여도 괜찮

아 7월 상순까지도 파종이 가능하다. 계룡역 앞은 유독 이런 팥을 이용한 가게가 많아 ‘팥

거리’로 불린다. 팥으로 만든 음식을 내놓는 음식점도 있고 팥을 직접 파는 곳도 있다. ‘팥거

리’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팥거

리 축제도 열리고 있다. 

계룡역 앞 팥거리 유래비

지상군 페스티벌

옛 계룡(두계)역(사진=놀뫼신문)

두계 팥거리의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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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역계양산성을 담은 계양역

공항철도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환승역
승강장에 계양산성을 형상화한 도예벽화

계양역은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환승역으로, 2007년 3월 16일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계양역이 개통하면서 기존 귤현역에서 계양역으로 인천 도시철도의 

시종착역이 변경됨과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서울 서부지역과 영종, 용유, 인천

국제공항을 찾는 사람들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인천 지

하철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으며 타는 곳은 계양산성을 형상화한 

도예 벽화로 처리하여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경인 아라뱃길과 계양대교가 인근에 위

치하고 있다. 

계수나무와 회양목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 계양 
영종도와 강화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봄철 산행지

역명이 유래한 계양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계양도호부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로 개칭하였으며, 지금의 김포, 금천, 양천, 안산, 고양 등을 관할

하던 행정구역이었다. 오늘날 계양지역은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으로 부천군 계양면에 

편입된 후 1973년 경기도 김포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되었다. 

계양도호부의 지명은 계양산에서 유래되었는데, 계양산은 수주악, 안남산으로 불리던 산

으로 계수나무와 회양목이 많이 자생하여 두 나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탄생한 이름

이다. 유난히 가득 피어난 진달래꽃 사이로 영종도와 강화도 섬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울과 

고양시, 인천광역시를 바라볼 수 있어 봄철 산행지로 인기가 많다. 

2007.	03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계양대교

아라뱃길의 수향루 귤현나루 황어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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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역역생(驛生) 제2막 고모역

고모역의 재발견, 복합문화공간 

고모역은 1925년 영업을 개시한 경부선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1931년 보통역으로 승

격하며 80여 년간 대구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해온 역사적인 장소이다. 작은 역이지만 

통근열차와 완행열차가 오가며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곳으로 2004년 여객업무 중단에 

이어 화물업무도 경산역으로 이전되면서 은퇴를 준비해왔다. 이후 2013년 코레일이 주최

한 간이역 위탁운영을 위한 국민 제안 공모전으로 선정되며 고모역 문화관으로 운영되기

도 하였는데, 새롭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고모역 역사에 관한 이야기와 

사진들이 전시되었음은 물론,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과 영화 <비 내리는 고모령> 포스

터 등 다양한 전시물로 가득 채워지면서 행복한 역생 제2막을 열었다.  

비 내리는 고모령
시대의 애환과 사연을 담다

가수 현인의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으로 널리 알려진 고모령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모역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에 끌려가던 자식을 배웅하던 어머니의 눈물이 서린 장

소이다. 고모령의 높은 경사 때문에 열차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정차

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자식 얼굴을 보려는 어머니들이 떠나지 못했던 곳. 그 이름 때문일

까? 유난히 고모역과 고모령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많이 등장한다. 형제의 싸움을 보다 못

한 어머니가 집을 떠나가다 고갯마루에서 뒤를 돌아봐 고모령이 되었다고도 하며, 일제 강

점기 독립운동을 하던 두 아들이 대구 감옥에 갇히면서, 이를 면회하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던 고개라 돌아보다 ‘고’와 어머니 ‘모’가 붙어

서 고모령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철도사의 아픈 손가락

긴 세월을 함께 한 많은 역들 가운데 고모역은 유난히 아픈 손가락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 

1949년 화재로 역사가 전소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차사고가 유독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중 사상 최악의 열차사고로 꼽히는 1981년 열차사고는 승객 50여 명

이 숨지고 240여 명이 크게 다치면서 열차 10량이 크게 파손, 철도안전운행의 경종을 울

린 사건이었다. 새롭게 문화공간으

로 디자인된 고모역은 이러한 옛 

사고들의 기록도 함께 전시하고 있

다. 특히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펜스 등의 안전시설물 등, 고모역

을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어르신

부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1925.11	 경부선	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31.06	 보통역으로	승격

1949.11	 역사	소실

1957.09		 역사	신축	준공

2004.07		 여객	취급	중지

2006.09		 화물	취급	중지

2006.11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가수 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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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역두레의 공동체 공간 고색역

수원화성을 담은 현대식 지하역사로 부활

고색역은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 1974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수인선의 간이 역사였다. 당시 고색역은 도고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고색골이라 한데서 

비롯된 지명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특히 비가 오면 온통 진흙밭이 되어 침수되는 일이 

많았던 동네로, 주민들은 ‘고새기’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인근에 1960년대 지어진 벽돌공장 

‘영신연와’가 아직 남아있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옛 고색역의 흔적을 찾

아볼 수 없지만, 최근까지도 협궤열차가 지나던 고색 철교가 남아있었다. 인천시립박물관

에서 수인선 고색 철교 명패를 찾아볼 수 있다. 수원역과 가까워 새로운 수원시 교통의 중

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고색역은 세계 최초 계획적 신도시이자 조선시대 첨단 

기술의 집약이었던 수원 화성을 모티브로 탄생, 수원화성 성곽 처마의 곡선을 승강장 바닥

과 천장 패턴에 적용하였다.  

공동체 정신으로 거듭나는 시민의 공간 
고색역이 지하로 들어간 이유

1992년 수인선 복선 전철화 공사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상 철도로 인

한 도심 단절과 소음 등의 문제 때문에 인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였다. 도시에 철도가 

들어설 때마다 철도와 역의 지하화는 끊임없이 화제의 대상이었다. 고색역 역시 서수원 일

대 주민들이 철도와 역사의 지하화를 요구,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추가 비용을 분담하기

로 합의하며 오늘날 지하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과 

계획보다 늘어난 추가 비용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역이 

완성되게 되었다. 어렵게 탄생한 역사. 그러나 그 대신 수인선 옛 철길을 복원해 기찻길 위

에 시민의 길인 라인공원을 조성하고 역사 상부 도서관을 설치하여 기차와 주민이 함께하

는 장으로 열리게 되었다.

1937.	08		 수인선(협궤)	개통으로	영업개시	

1974.	08		 폐역

2020.	09		 수인선	복선	전철화로	영업재개

연혁																																																								

수인선 준공기념 조형물

수인선 전철 내부고색역 철도역이야기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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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잔
역옛 수인선의 추억과 함께 고잔역

1937년 협궤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으로 출발

고잔역은 1937년 8월 수인선의 협궤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1968년 역사를 신축하였지만, 사람 대신 갯벌만 가득한 시골의 간이역이었기 때문에 1983

년 을종승차권대매소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이후 1992년 약 699.5㎡ 규모의 현재 역사가 

신축되며 안산선이 개통, 보통역으로 승격하였으며 1994년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선 직

결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1994년 9월 처음 고잔역의 문을 열었던 

수인선은 폐지되었지만 16년 만에 수인·분당선이 개통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

하게 되었다. 

협궤열차 시절의 정취가 묻어나는 
수인선의 추억 공원 

역명이 유래한 고잔이라는 지명은, 곶(串) 안쪽에 있는 마을인 ‘곶안’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

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과거에는 근방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지역이었다. 때

문에 수인선 철도 부설 때 철교를 가설하면서 다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수인선이 들

어서면서 고잔역사가 건립되었으나 금방 문을 닫고, 이후 고잔 간이역이 들어서면서 사람

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으로 고잔역에서 중앙역 사이에 과거 협궤열차가 오가

던 수인선의 정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있다. 새롭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아래 만나는 수인선 정취가 남다르다. 매년 아름답게 피어나는 구절초, 코스모스, 

해바라기와 함께 주민들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협궤 모형 열차와 철길건널목, 차단

기, 신호등, 역사 표지판,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포구마을은 신도시로, 바다는 호수공원으로

고잔신도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 약 13만

여 명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이다. 과거 인적이 드물던 고잔역의 성장이 

고잔신도시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구가 자리하던 바닷가 마을이 육지가 되

는 동안 새롭게 지역의 명물로 탄생한 것이 호수공원이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고려한 갈대 습지와 

분수, 산책로와 함께 단원 김홍도의 민화로 꾸민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

어 주민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1937.08		 수인선(협궤)	개통으로	영업개시

1969.04		 무배치간이역에서	

	 배치간이역으로	변경

1992.03		 안산선	개통

2020.09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연혁																																																								

안산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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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산
역자전거길과 함께하는 곡산역

1967년 경의선 임시정거장으로 출발
2009년 수도권 전철역으로 여객취급 재개

곡산역은 1967년 경의선 곡산 임시승강장으로 처

음 문을 열었다가 이듬해인 1968년 역원무배치간

이역이 되었다. 이후 1976년 4월 을종승차장대매

소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곡산역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역사는 철로 변에 12㎡ 규모의 

승강장 간이시설만 갖추어진 형태였다. 무인역이

었던 곡산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은 2006

년으로 2008년 경의선 복선 전철 공사로 여객열

차가 통과하였다가 2009년 여객 취급이 재개되

며 수도권 전철역으로서의 곡산역 시대가 시작되

었다. 

내곡(內谷)과 산황(山黃)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 

일산신도시 개발로 현재는 백석동에 포함

고양시 명품 자전거 길, 경의선 코스 출발역

역명은 내곡(內谷)과 산황(山黃)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다. 처음 곡산역이 만들어졌을 

당시 위치가 내곡리와 산황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행

정구역의 변화로 현재는 백석동에 포함되었다. 고양시가 발간한 ‘고양시 명품 자전거 길’, 

경의선 코스는 곡산역에서 출발,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을 거쳐 다시 곡산역으로 돌아오

는 코스다. 소요 시간은 약 50분(12.55㎞)으로 코스가 짧고 자전거도로가 잘 설치되어 아

이들과 함께 달리기에 적합하다. 

1967.01	 경의선	임시승강장으로	

	 영업개시

1968.04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2009.07	 수도권	전철	개통,	

	 여객	취급	재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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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성
역장미 가득한 마법의 성 곡성역

곡(谷) 
성(城) 
역(驛) 

곡성역은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뒤이어 1938년 9월에 이르

러 옛 곡성역사가 준공되었다. 과거 역사

는 오곡면에 위치, 읍에서 다소 떨어져 있

었으나 1999년 5월 18일 전라선 선로 이설

에 따라 역사도 함께 곡성읍으로 신축, 이

전하였다. 청량리동이 아닌 전농동에 위치

한 청량리역과 같이 역명과 지명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역사가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 달랐던 지명과 

역명이 같아진 특이할 만한 사례이다. 역

사는 곡‘성(城)’이라는 이름답게 성곽 형태

의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 때문에 

비슷한 성(城)의 모습을 띤 역사인 용문역, 

탑리역과 함께 인기있는 철도여행지로 손

꼽힌다. 또한 독특한 역명판 디자인과 글

씨체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1933.10	 전라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38.09	 역사	준공

1999.05	 전라선	선로	이설로	역사	

	 신축	이전

2004.12	 옛	곡성역사	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지정

연혁																																																								

근대 풍경의 역사, 옛 곡성역

지금의 곡성역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여전히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옛 

곡성역이 있다. 1999년 신축이전을 하면서 압록역과 함께 폐역된 구 곡성역. 목조골조에 

시멘트와 모래를 쌓아 만든 모르타르조 단층 건물로 앞면과 뒷면이 모두 좌우 비대칭인 특

징을 가지는데, 지붕은 그 박공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맞배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통

구조로 널찍하게 만들어진 대합실이 특징으로, 1930년대 표준형 역사건물의 원형이 잘 보

존되어 있다. 이러한 대합실과 지붕이 만들어내는 근대 풍경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인정받

아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전형성 때문에 2004년 인기

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토지>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동시대에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면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옛 곡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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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가득한 마법의 성  곡성역 

섬진강 모래가 실려 나가던 곳

처음 곡성이란 지명은 굽이굽이 굽어진 산맥과 하천의 흐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

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동네 길이 너무 험하여 장사꾼들이 곡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곡(哭)’

성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좋은 의미의 한자로 바꾸기 위해 곡식의 ‘곡(穀)’자로 바꾸었으나 나

라에서 이름 때문에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 다시 곡(谷)성이 되

었다고 한다. 그런 걱정이 무색지 않았을 만큼 과거 곡성은 섬진강의 비옥한 평야를 품은 곡

창지대였다. 하지만 쌀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금빛으로 반짝이던 섬진강 모래였다. 섬진

강의 모래는 입자가 고르고 잡 물질이 섞이지 않은 귀한 상품으로 황금같이 여겨졌다고 한

다. 이처럼 옛 곡성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폐역이 되기까지 66년간 전국으로 섬진강 모래를 

실어 나르던 역으로 일제강점기 수탈과 대한민국 근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숨겨진 또 다른 역, 가정역 

이미 문을 닫은 역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다음 역이 있다면 어떨까?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그런 마법 같은 공간이 있다. 바로 가정역이다. 가정역은 기차마을 구 곡성역을 떠나 13km를 

달려온 증기기관차, 침곡역을 출발하여 5.2km를 달려온 레일바이크의 종착역이다. 통나무

집을 연상케 하는 모습의 가정역은 원래 전라선 철도에는 없었던 역으로 순수한 관광을 위

해 지어진 역이다.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울리기 전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섬진강변과 

그 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그리고 두계세월교를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그중에서도 심청한옥마을

은 심청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옛이야기가 전해오며 곡성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문화관광

지로 손꼽히고 있다. 

장미꽃 가득한 공원으로 변신한 옛 곡성역

1999년 곡성역과 압록역 구간의 복선화 이설로 생겨난 폐철도.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달리

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그 철도는 오늘도 열심히 제 할 일을 해나가고 있다. 버려질 뻔한 

철도와 역사를 곡성군이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여 기차테마공원으로 탄생시

킨 것이다. 옛 전라선 17.9km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연간 15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철도 위를 달리는 옛 기차. 그리고 

오랜 향수에 젖은 손님들과 증기기관차를 처음 보는 또 다른 손님. 그리고 2009년 기차마

을 안에 조성된 1004 장미공원은 곡성 테마공원의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낸다. 약 4만㎡

에 조성된 장미공원에는 그 이름처럼 1004종의 장미가 심어졌으며, 국내 단일 장미원 최

다품종으로 세계장미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의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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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가득한 곤지바위 곤지암역

선로를 따라 뻗어 나가는 역사 모습이 특징
역사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곤지암리 마을유적 

곤지암역은 2016년 경강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1996년 개교한 동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 이용이 특히 많다. 동원대는 현

재 곤지암역의 부역명이기도 하다. 선로를 따라 뻗어 나가는 역사 모습이 특징적이다. 현재 

급행열차는 운행하지 않지만, 처음 설계될 당시 급행열차의 대피역으로 지정하여 여분의 

선로가 건설되어있다. 곤지암 역사와 주변 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광주 곤지암

리 마을유적(백제마을유적)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으며, 2번 출구를 나서면 발굴 현장

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깊은 역사를 품은 랜드마크, 곤지바위
바위틈 400년 된 향나무도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

곤지암 지명은 옛날 마을 뒷산 끝자락에 연못이 있는 곳에 바위가 있다고 하여 뫼곤(崑), 

못지(池) 바위암(巖)자를 써서 곤지암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후 곤지암(昆池岩)으로 바

꾸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3호인 곤지바위는 조선 중기의 명장 신립 장

군과 얽힌 다양한 전설이 내려온다. 바위틈에 자라고 있는 400년 된 향나무가 광주시 보

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오랜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로, 조선시대 역참인 곤지암역이 있었으

며, 오가는 길손을 맞이하는 곤지암 주막과 광주향청이 관리할 만큼 규모가 컸던 곤지암장

이 있었다.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화담숲

2008년 개장한 곤지암리조트는 경기도 광주

시 태화산 노고봉 계곡에 위치, 서울 강남 일대

에서 40여 분이면 닿을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겨울 레저 활동의 중심

지이다. 곤지암리조트 인근에 자리한 화담숲은 

곤지암리조트와 같은 LG그룹 소속 재단에서 운

영하는 수목원으로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아

호 화담(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을 따서 만들어졌다. 다양한 주제의 정원과 산책길이 조

성되어 있으며 모노레일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6.	09		 경강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연혁																																																								

화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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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통팔달 마포의 중심 공덕역

도심 속 접근성 뛰어난 4노선의 환승역
벚나무 가득한 힐링 산책길의 출발지

공덕역은 1996년 12월 3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0년 

12월 서울 지하철 6호선 개통에 이어 2011년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12년 수도권전철 

경의선이 개통하면서 공덕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구간이 신설되었다. 오늘날 

4개 노선의 환승역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하고 있다. 역 인근에 학교 및 관공서 등이 밀

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때문에 역사 자체가 문화예술의 갤러리이자 벚나무 가득한 산

책길의 출발지로, 때로는 트랜드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1996.12  서울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2000.12  서울 지하철 6호선 개통

2011.11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12.12  수도권 전철 경의선 개통

연혁                                                        

너른 언덕마을이 고층빌딩 숲으로
한흥시장에서 출발한 다양한 먹거리의 공덕시장 

공덕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높은 고원의 평평한 곳을 뜻하는 우리 말의 ‘더

기’ 또는 ‘덕’, 언덕 을 일컫는 ‘큰 더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설과 옛 지명인 공덕리(孔德

里)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일설에는 유교의 덕목에서 따온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

었다고 한다. 공덕 일대는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발달했던 곳으로 공공기관과 복합생

활시설이 들어섰으며 1990년대부터는 고층빌딩이 들어서며 크게 성장하였다. 공덕시장

은 1968년 한흥시장을 모태로 출발, 1970~1980년대 크게 번성했던 소매시장으로 좌판에

서 판매하던 족발 등 다양한 먹거리가 유명하다. 
공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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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꿈이 이루어지다 공주역

백제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개통

공주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개통된 역으로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 

위치가 시내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 이용객이 적지만 최근 공주역과 공주시가 함께 다

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백제문화유산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늘어가고 있

다. 역사 정면에 공주역 개통을 기념하는 백제금관장식과 백제왕실의 기념물이 있어 그 모

습이 인상 깊다. 

2013.06 역사 착공

2015.04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2015.09 역사 준공

2016.12 수서고속선 운행개시

연혁                                                        

도청 이전과 함께 무산된 철도유치의 꿈

공주 지역은 일찍이 1896년 8월 충청도가 충북과 충남으로 분할되던 때부터 충남의 14개 

군을 관할하던 충남도청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전, 조치원, 부여와 논산, 천안, 예산

으로 통하는 방사선형의 도로망과 7개의 초, 중등학교, 전기회사에 도립도서관까지 갖춘 

중심도시로 성장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주가 철도부설 유치에 실패, 1930년 

11월 도청신축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면서 공주 지역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주요도시에 도청이전에 대한 반대운동과 유치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

다. 결국 대전 지역에 도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공주의 도청이전반대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에 공주 지역 주민들은 도청이전에 대한 대가를 요구, 철도가 도청이전의 결정적 

이유였던 만큼 충금철도건설과 관립사범학교설치 등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사범학교 설치

만을 이루고 철도는 요원한 꿈이 되고 만다. 

1933년 금강철교 개통식

1920년대 공산성 앞에 있던 금강목교. 도청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금강철교가 가설된 후 해체되었다.

공주에 있던 옛 충남도청(현 공주사대부고)

1920년대 공주에 있던 충남도지사 관사

도청이전 관계 서류철(충청남도 역사박물관)



111110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ㄱ

공
주
역

꿈이 이루어지다  공주역

무령왕에서 김구선생까지 역사교육의 현장

공주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시기의 백제 수도이자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무려 3개의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이다. 공산성은 웅진성, 공주산성, 쌍수산성으로도 불리던 백제문화

유적지이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던 근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

다. 또 1971년 배수로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무덤 중 주인, 구조, 축조 

시기와 부장품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는 유일한 왕릉인 동시에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

은 무덤이다. 무려 108종, 4600여 점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백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장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곡사는 맑고 시원한 계

곡과 영산전에 모셔진 7분의 여래불상과 1000분의 작은 불상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곳

이다. 백범 김구가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며 김구 선생이 탁발했다는 바위와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향나무가 있어 더없이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멀리 돌아온 공주와 철도의 인연 

처음 공주에 철도부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무려 1901년 경부선 부설 당시였다. 당

시 처음 계획했던 노선은 [서울-수원-천안-전의-공주-노성-금산-황간-김천-약목-대구-현

풍-창녕-영산-삼랑진-부산]을 잇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준비로 철도부설을 서두르면서 [전의-대전-김천]으로 노선이 대폭 축소, 변

경되면서 공주와 철도의 인연이 엇갈리게 된 것이다. 이후 호남선 부설 때에도 공주를 경유

하는 노선이 계획되지만, 그 분기점이 조치원이 아닌 대전으로 결정되며 또 다시 공주와 철

길의 인연이 빗나가게 된다. 그 밖에도 공주 지역에 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

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도청소재지였던 도시였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에 철도가 들어

선 지 무려 116년 동안 철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과 함께 드

디어 공주시에 역사가 들어서고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죽을만큼 인간을 사랑했던 고마곰, 역장이 되다

공주역에는 재미있는 역장이 함께하고 있다. 2m 높이의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 바로 곰나

루라고도 불리는 고마나루 설화 속 곰이 그 주인공이다.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결국 애처롭

게 죽고만 곰이었지만 2018년 12월 24일 공주역의 명예역장으로 위촉되며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고마곰 역장은 공주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하여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고마곰 역장의 가슴에 그려진 공주의 명물 알밤 하나. 

그런데 공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유명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인절미다. 인절미는 조선시대 

공산성 쌍수성으로 피란왔던 인조에게 임씨 성을 가진 이가 진상한 떡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맛이 절미라 임절미가 되었으며 이후 발음의 편의상 인절미가 되었다고 한다.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송산리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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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힐링공간 공항화물청사역

인천공항터미널역 바로 직전 역

공항화물청사역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철도역으로 2007년 3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서울

역 기준으로 공항철도의 12번째 역으로 인천공항터미널역 바로 직전의 역이다. 역사는 지

하 2층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물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가 

있다. 근처에 골프장과 BMW 드라이빙 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천

공항 하늘정원으로도 갈 수 있다. 비행기 이륙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촬영 명소이자 계절에 

따라 개나리, 유채꽃, 핑크뮬리, 코스모스 꽃밭을 즐길 수 있다.  

2007.03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연혁                                                        

인생사진 찍기 좋은 ‘하늘정원’

하늘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동남 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

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

표 명소 중 하나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바로 옆에 있는 일종의 수목원 같은 곳이다. 공항

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되고,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

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다.

오징어게임 시리즈 마지막 촬영지

삽시간에 전 세계를 열광에 빠뜨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

촬영지 추적'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공항화물청사역이다. 시리즈 마지막, 

456억 원짜리 게임의 승자가 된 이정재(성기훈 역)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 인천공항으

로 향한다. 극 중 인천공항으로 비친 이 역이 바로 공항화물청사역이다. 촬영이 이뤄진 신

은 마지막 회 인천공항 플랫폼 장면이다. 역 구내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촬영장

소 화물청사역'이라는 알림 글이 새겨져 있다.

공항화물청사역

인천공항2터미널역

인천공항1터미널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하늘정원

삼목도
선사주거지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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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원 같은 도시 과천역

관악산과 청계산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역

1989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지 4년 3개월여 만에 1994년 4월 1일 과천선이 개통되며 과

천역 역시 문을 열었다. 시를 대표하는 역명과는 다르게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으나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등 등산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과천역이 포함된 과천선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금정

역에서 사당역까지 15.7km를 지하로 연결한 대공사였다. 당일 날 진행된 개통식에는 김영

삼 대통령이 참석하여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공원역에서 제2종합청사역(현, 정부과

천청사역)까지 시승을 하기도 하였다. 

1994. 04  과천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과일과 시내, 산과 구름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 

역명은 조선시대부터 쓰이던 일대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

면 본래 고구려의 율목군(栗木郡) 또는 동사힐(冬斯盻)이라 부르던 곳으로, 신라 경덕왕 때 

율진군으로, 고려 초기에는 과주(果州)로 부르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에 과천(果川)으

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시대 도성 한양과 삼남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을 찾는 길에 쉬어가던 길목이다. 지명의 의미도 과일과 시내, 구름, 산, 암자 

등이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을 뜻한다. 

경기의 소금강, 관악산

과천역에서 출발하는 빼어난 기암절벽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관악산은 갓 모양을 닮

은 아름다운 바위산이다. 주봉인 연주봉에는 고려 충신들의 애환이 담긴 연주대가 자리하

고, 그 아래에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연주암이 있다. 산자락에는 과천

향교, 온온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여 4계절 모두 사랑받는 산이다.

과천저수지

가원미술관

서울랜드
과천역

정부과천
청사역

대공원역

과천향교

관악산 연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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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활짝 핀 수련꽃 광교역

신분당선 차량기지가 있는 종착역이자 출발역 

광교역은 신분당선 개통과 함께 2016년 1월 30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1년 강남부터 정

자역까지 운행되던 신분당선이 2010년 정자역-광교역 구간 착공에 들어간 지 5년 6개월

여 만의 일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분당선의 종착역이자 출발역으로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 광교저수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층 규모의 지상역사로 건설되

었다. 특히 광교산, 백운산 등에서 발원한 계류들이 모여 형성된 저수지 위에 핀 수련을 상

징하는 작품 [품다: 화花]을 통해 생명의 강인함을 표현한 동시에 수련 잎으로 표현한 아트

벤치로 실용성을 살렸다. 

2016. 01  신분당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사계절 내내 물이 풍부한 광교산

고려 왕건이 솟아오르는 광채를 보고 깨달음을 얻은 산

광교산은 수원 근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자 수원 하천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고, 자원이 풍부하며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았다. 때문에 한겨울 눈에 덮인 광교

산의 아름다운 경치, 광교적설(光橋積雪)을 일컬어 수원 8경으로 삼기도 하였다. 원래 광

악산, 광옥산 등으로 불리었던 산이었으나,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고 돌

아오는 길에 산 위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부

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는 이름을 내려 광교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 

시민공모에 의해 탄생한 광교신도시 명칭이 바로 이 광교산에서 유래되었다. 광교신도시

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와 더

불어 수원시와 용인시의 서북부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수원광교
박물관 광교

중앙공원

광교역
(경기대)

연암공원

광교
공원

광교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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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온 빛 광교중앙역

도청 이전 늦어져 경기도청역 아닌 광교중앙역으로

광교중앙역은 2016년 1월 30일 신분당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지하 3

층으로 광교동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담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상업빌딩과 학교가 밀집한 중심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다. 또한 인근에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2016년 1월 29일, 정자-광교 신분당

선의 연장선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이 열렸던 곳도 광교중앙역 경기도청 예정부지였다. 

광교중앙역과 경기도청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 처음 역사 계획 수립 당시 경기도

청역으로 불렸으나 경기도청 예상 완공 일정이 역사 개통시기 보다 늦어 현재의 광교중앙

역으로 최종 역명을 확정하였다. 

광교중앙역
(아주대)

경기도청신청사

다산공원

원천저수지
사색공원

광교
호수공원

신대저수지

수원광교박물관

2016. 01 신분당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첨단시설이 돋보이는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2007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뒤 2011년 2월 정자-

광교 구간 신분당선 연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 시운전 점검과 버스 시범운행 등을 거

쳐 2016년 4월 29일 문을 열었다. 9천 889㎡ 규모로 버스, 대합실, 지하철이 층별로 연결

되어 철도와 M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수립,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편리하고 빠른 환승 시스템과 곳곳에 적용된 

첨단기술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날씨와 기온에 상관없이 쾌적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다. 

광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출토된 유물 전시

광교역사공원 내에 있는 광교박물관에는 광교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출토된 발굴 유물들

과 도시 변천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안동 김씨, 청주 한씨, 청송 심씨 등 한 가문의 유물을 

통해 본 광교의 역사와 개발로 훼손 될 뻔한 자원들이 보존되어 있다. 공원 자체가 옛 전통

정원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조성되어 있어 배움과 휴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광교역사공원

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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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상 그 이상 광명역

철도건축의 新르네상스를 선포하다

광명역이 처음 우리 철도사에 등장한 것은 1993년이었다. 1990년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역사건설 계획이 처음 세상에 발표되었던 당시엔 오늘의 광명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

나 1993년에 이르러 서울 서남부, 인천, 경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기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서울역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역사 건설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함께 2004년 4월 1일 영업을 시작한 광명역은 

안양 등 주요 5개 시에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2017년 기준 연간 832만 명이 다녀가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광명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에 들어서

기 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규모에 먼저 놀라고, 역사에 들어서면 그 넓은 곳에서도 원

하는 곳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에 놀라게 된다. 뿐만 아니다. 한옥의 

처마와 버선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역사 모습은 높은 천장 아래 최고 

300km/h를 달리는 경부고속철도의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스틸과 유리, 그리고 그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과 함께 탁 트인 역사 전경을 완성한다.  

1999.12 역사 신축 착공

2000.08 역명 변경(남서울역 → 광명역)

2004.03 역사 신축 준공

2004.04 경부고속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2006.12 수도권 전철 1호선

 (용산-광명역 간 셔틀전철)개통

연혁                                                        

기형도문학관

한옥의 처마와 버선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곡선

횡단면도

종단면도

개업 초기 이용객 부진 씻고 비약적 성장

총 공사비용 4068억, 공사기간만 10년. 그렇게 2004년 광명역이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

만 바로 이용객들의 호응이 뒤따랐던 것은 아니었다. 2011년까지도 연 이용객이 535만 명 

수준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광명

역은 2013년 광명종합터미널 완공, 2014년 대형쇼핑몰 오픈에 이어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한 광명역은 탑승절차, 수화물위탁, 출국심사 등의 출국수속을 받을 수 있는 도심의 공항

터미널이다. 혼잡한 공항이 아닌 역에서 빠르게 수속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은 물론 바

쁜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1년 만에 해당 서비스 누적 이용객이 8만 명을 넘

어서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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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  광명역

영원한 청춘의 언어, 기형도 시인의 집

광명역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형도문학관. 흔히들 사람들은 세기를 넘고 장르를 

넘나든 기형도 시인을 요절한 천재라고 부른다. 시인은 시집 발간을 준비하던 1989년 3월 

7일 새벽, 서울 종로 파고다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졸중, 그의 나이 28세

였다. 열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잃고, 열여섯엔 공장 다니던 누이가 죽었다. 

누이가 죽은 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시인은 어려운 살림에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

고 신문사 기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 시집은 발표되지 못했다. 대중적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잎 속의 검은 잎>,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등은 모두 그가 떠난 뒤에 세상에 

나온 유고 시집이다. 광명시 소하동은 그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여행의 출발점이자 도심 속 휴양지, 광명역 타는 곳

해와 달이 비추어 예로부터 좋은 곳 ‘광명’이라는 이름처럼 광명역은 최근까지 그린벨트 지

역으로 보존되어온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심 속 휴양지이다. 때문에 분주히 오가는 사

람들을 싣고 출발하는 기차, 햇빛을 잔뜩 품은 광명역 타는 곳은 여행을 시작하기 아주 좋

은 출발점이다. 그중에서도 광명역사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편 3번 출

구 앞 맞이방이 경기관광공사 2019년 3월 건축테마기행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광명역 인

근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과거 가학광산이라고 불리던 폐광산으로 1912년 일제강점기 조

선총독부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까지 금, 은, 동, 아연 등을 캐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이후 

1978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래포구에서 생산된 새우젓을 보관해왔지만 광명시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도시의 여름 

열기를 식히는 새로운 동굴 테마파크로 광명을 찾는 주민과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동굴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유고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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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빛나는 태양의 역 광양역

1967년 경전선의 보통역으로 출발
옛 역의 폐창고는 광양예술창고로 변신

광양역은 1967년 2월 경전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87년 9월 역사를 증개

축하고, 같은 해 광양제철선 광양-태금 구간을 완공하였다. 옛 역사는 567㎡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역사로, 광양제철소가 모델인 광양역 스탬프에서 엿볼 수 있듯이 화

물운송을 위한 화물 홈, 하치장, 야적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1년 5월 25

일 개통식과 함께 화물 열차 기능이 더욱 강화된 2층 규모의 새로운 광양역이 기존 인동

리에서 도월리로 옮겨 문을 열었다. 광양 지명 속 태양을 연상시키는 현대식 역사이다. 또

한 2021년 옛 광양역 폐창고가 광양예술창고로 변신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폐

창고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 내부 천장을 마감하지 않고 목재 트러스 구조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1967.02 역사 신축 준공

1967.02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7.09 광양제철선 광양-태금 완공

2011.05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거듭나는 ‘남쪽의 양지’

광양은 ‘정오와 같이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의 양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백제시대에

는 마로(馬老), 통일신라시대에는 희양(曦陽), 고려시대부터는 광양(光陽)으로 불려왔는데 

‘마로’는 우두머리, ‘희양’ 역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49년 읍

으로 승격 이후 1989년 광양군의 일부 지역이 동광양시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통합되

었다. 통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 복합형 도시, 광양시로 태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 

항만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제철선 
그리고 광양항선

광양제철소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국가산업

단지 안에 포스코(전, 포항종합제철)에서 포

항제철소에 이어 건설한 대규모 제철소이다. 

1982년 연간 270만t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춘 

1기 설비 건설에 착공하여 1987년에 준공하였

다. 광양제철소를 위해 건설된 철도 노선이 바

로 광양제철선인데 광양역에서부터 태금역까

지 총 길이는 19㎞의 노선이다. 1998년에는 

광양제철선에서 분기되어 광양항선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물류운송을 위해 건설되었다. 

광양4경 이순신대교

광양예술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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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름 광운대역

연촌, 성북 그리고 광운대역
넓은 부지 갖춘 주요 철도물류기지 

광운대역은 1939년 연촌역이라는 이름의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중

앙선으로 수송되고 있는 무연탄 및 화물이 망우선을 통해 광운대역(옛 성북역)으로 경유

되면서 중요 물류기지로 역할하였는데 때문에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역사 부지를 갖

추고 있다. 1977년, 1978년 연이어 경춘선, 서울 교외선의 시종착역이 되면서 현재의 역사

가 지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경춘선 출발역이었던 옛 성동역은 현재 동대문구 제기동 지점

으로 제기동역 2번 출구 부근에 비석으로 남아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광운대역 역

사 모습은 도시가 발전해왔던 과정과 주민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역사와 더불어 

처음 지어질 당시 최신식이었을 역사 인근 건물들, 풍경도 함께 나이 들어갔다. 그러나 최

근 광운대역과 그 인근 지역이 서울 동북권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출발

의 설렘이 피어나고 있다.

광운대학교

1939.07 경원선 연촌역으로 영업개시

1963.03 성북역으로 역명 변경

1970.04 성북역 화물기지 설치

1977.05 역사 신축 착공

1977.11 경춘선 시·종착역

1978.04 서울교외선 시·종착역

1978.12 현 역사 신축 준공

2013.02 광운대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옛 성북역이 광운대역이 되기까지

광운대역의 시작을 알렸던 이름 연촌은 인근 월계동에 있었던 연못 모양이 먹을 갈 때 쓰

는 벼루(연적)와 비슷하다고 해서 불렸던 벼루말의 한자명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이후 

1963년 성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역의 위치가 성북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노원구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역명에만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 때문에 역 

이름 때문에 성북구 또는 성북동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편의를 위

해 2013년 50년 만에 공모를 진행, 광운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광운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대학으로, 1934년 설립된 조선무선강습소를 모체로 광운전자공대

학, 광운공과대학을 거쳐 1987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광운대역 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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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통해 다시 태어난 경춘선 숲길 
주민들의 손길로 태어난 새로운 문화공간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은 경춘선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경춘선 

시대의 시작으로 옛 철로는 2015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총 6km의 경춘선 숲길이 되었

고, 뉴트로 명소로 변신하며 동네 산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광운대역, 월계역 인근 

녹천 중학교와 담터마을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숲길은 옛 경춘철교를 넘어 철길 따라 미루

나무와 잣나무가 늘어선 숲과 주민들의 손으로 꾸민 텃밭, 중랑천, 도깨비시장과 아기자기

하게 모여있는 예쁜 카페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름 광운대역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내는
젊음과 낭만의 철길, 옛 경춘선

경춘선은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길로 서울 경(京)에 춘천의 춘(春)을 더하여 이름으로 

삼았다. 경춘선은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철도로, 1970~80년대를 거치며 젊음과 낭만을 상

징하는 철길이 된다. 개통 초기 성동-춘천 구간이 개설된 경춘선은 서울의 시가지 확장으

로 성동-성북 구간이 철거되면서 성북역(지금의 광운대역)을 기점으로 하는 단선철도가 

된다. 

옛 경춘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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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역사(驛舍)의 역사(歷史)

광주역은 1922년 7월 1일 사설철도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전남광주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28년 1월 1일에 국가에 매수되어 국유철도로 운영되었다. 과거 광주

역은 대인동의 동부소방서 근교에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설철도>란 책에 따르면 

단층의 목조건물로, 595㎡(180평) 규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인해 

역사가 소실되어 1952년 개축을 거쳐 1969년 7월 25일 현재의 중흥동 자리에 신축, 이전

하였다. 2000년 경전선 구간 이설로 광주선의 종착역이 되었으며 2004년 KTX가 영업

을 개시하였다. 처음 계획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송

정역사의 위치 문제로 오늘날까지 각자 원래의 위치에서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1922.07 전남광주역으로 영업개시 

 (소재지:광주광역시 대인동)

1938.04 광주역으로 역명 개칭

1969.07 현 역사 신축 준공 

2000.08 경전선 효천-송정리

 (현 광주송정)구간 이설로 

 광주선의 종착역이 됨

연혁                                                        

무등산은 평등이요 공존이다

호남을 통틀어 유일한 광역시, 광주. 한때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으로, 도청은 무

안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호남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그러나 광주가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경제나 인구 규모 때문 만은 아니다.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

신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대표적 상징이자 지난한 역사

를 묵묵히 함께해 온 산이 바로 무등산이다. 광주와 담양군·화순군과 경계에 있는 무등산

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조망을 해도 산줄기와 골짜기가 뚜렷하지 않은 둥근 모습을 하고 있

어서 ‘무등은 평등이요 공존’이라고도 표현한다. 광주시민에게 무등산은 삶 속에 살아 있는 

산이요, 어머니 품속 같은 산이다.  해발 1186.8m의 무등산 정상은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 3개의 바위봉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상을 중심으로 입석대, 서석대 등 이름난 기암괴석

과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등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3월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선정됐다. 

1922년 개업 당시의 광주역

한국전쟁 이후 1952년에 신축된 광주역

무등산 입석대

5.18국립묘지

무등산에서 내려다 본 광주시가지

광주시가지에서 바라 본 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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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고을 기억공간  광주역 

광주역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그 모든 날

광주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격동의 현장

이었다. 때문에 역 일대는 중요문화재가 함께하는 공간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5.18 기념

공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교훈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조성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한

때 국군 장교 훈련의 요람이었던 상무대 이전부지 일부를 시민공원부지로 무상양여 받아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곳의 넓이는 20만 4,985㎡로 전통연못과 다양한 수목들이 자리하

고 있어 자연학습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오늘날에는 경전선 이설로 인한 

폐선부지가 푸른길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녹색친환경도시로 새롭게 

꾸며지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광주학생운동기념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현장

1929년 11월 3일, 광주역 일대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항쟁

으로 평가받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운이었다. 당시 광주는 1926년 학생들의 항일 민족

독립을 목표로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생, 학부모와 졸업생까지 동맹휴교에 돌입하며 식민지 노예교육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다 나주역 사건에 이어 광주역에서도 연달아 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

졌고 결국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던 일본인 학생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순식간에 확대되어 가두투쟁으로 번졌으며 전국적인 격

렬한 시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1954년 광주제일고 정문에 학생운동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세워졌으며, 오늘날에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다시 상기시

키고 있다. 

5·18민중항쟁 사적비



135134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ㄱ

광
주
송
정
역

역전시장 1913 광주송정역

송정리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광주송정역은 경전선의 종착역이자 호남선의 기차역으로 1913년 10월 1일 보통역으로 영

업을 시작하였다. 광주송정역은 송정동에 위치한다 하여 송정리역이라 불리던 곳이다. 자

그마한 양곡창고 자리에 들어선 보잘것없는 역이었지만 1920년 즈음에는 광주권에서 가

장 중요한 정거장이 되었다. 이후 광주역이 신설된 후에도 광산구의 중심이자 전남선의 분

기점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1988년 역사 신축과 2004년 증개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역사는 빛고을 광

주의 도시브랜드를 상징화한 것으로 전면개방형의 무주공간 콘코스를 통해 다양한 빛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 모습을 따라 2009년 광주송정역으로 이름이 바뀌며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 용산과 광주송정을 1시간 33분 만에 잇는 광주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1913.10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8.09 역사 신축 준공

2004.03 역사 및 승강장 개축 공사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2009.04 광주송정역으로 역명 변경

2012.02 선상역사 영업개시

2015.04 호남고속선 개통

연혁                                                        

울창한 솔 숲이 있는 조용한 동네

오래전 송정리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마을 동쪽에 울창한 솔숲이 있다하여 송정이라 불리

던 조용한 마을. 하지만 전남도청의 소재지인 광주 시내와 가까운 정거장을 물색하는 과정

에서 침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송정리에 역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

다. 일본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자녀를 위한 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우체국과 파

출소가 들어서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송정리역은 일제 수탈에 설 곳을 잃

은 남도 농민들이 떠나는 곳이기도 하였다. 1935년 3월 송정리역에서 출발한 제727호 북

행열차에 만포선 철도공사를 하러 가는 송정리 일대 농민 1백여 명이 몸을 실었다는 기록

이 남아 있기도 하다. 

역동적 디자인의 플랫폼

호남고속철도 개통 표지석

역사에 설치된 무등산 입석대 조형물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송정리역 전경

옛 송정리역(1989년) 광주송정역 맞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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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시장 1913 광주송정역

1913 송정역시장은 제2의 대합실 

그러던 2016년, 송정역전매일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 1913송정역시장이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약 200m의 골목. 그 속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팔 것 같은 시골 

상점이 디저트를 파는 카페로 변신했으며 또 정말 들기름을 판매하는 터줏대감 상인들과 

청년 상인들이 조화를 이뤄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역사 

밖에서 역의 실시간 열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과 맞이방이 설치되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어 광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들려야 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시장이 곧 역이다. 

1913년 송정역과 함께 출발한 역전매일시장

1913년 송정리역이 들어서면서 함께 들어선 송정역전매일시장은 광주 전체에서도 손꼽히

는 큰 시장이었다. <조선지지자료(1919년)>에 따르면 송정장에서는 주로 쌀과 소, 날생선과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이 거래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실제 1917년 한 해에만 송정리역에는 

3800t의 소금과 수산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송정리를 비롯한 광주사람들이 생선을 값싸게 

먹을 수 있었던 것에는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 송정역전매일시장도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다른 전통시장들처럼 점차 쇠

퇴해가는 듯했다. 

1913년 송정역전매일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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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2월 개업,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한때 역사 부근까지 바닷물과 배가 드나들어

광천역은 1923년 12월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장항선 기차역으로 한국전쟁 때 역사

가 소실된 후 1964년 새롭게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역의 위치가 서해 바다와 상당한 거

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천역이 있는 광천읍이 새우젓 등 젓갈로 유명했던 이유는, 대

규모 매립공사 전까지는 역사 바로 뒤쪽까지 바닷물과 배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1984년 12월 역사 개축과 함께 승강장 지붕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역사는 

164㎡ 부속건물을 갖춘 406㎡ 규모의 RC 부럭조 슬라브 단층 역사이다. 장항선 2단계 직

선화 구간에 포함되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1923.12  장항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64.12  역사 신축 준공

1984.12  역사 개축 및 승강장 지붕 설치

2006.11  화물 취급 중지

연혁                                                        

‘홍성에 가서 아는 체하지 말고, 
 광천에 가서 돈 있는 체하지 마라’

부자 많기로 유명했던 충남 최대의 광천시장

광천시장은 과거 150여 척의 장배가 드나들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충청남도의 최대 시장

으로, 부자가 많기로 유명했다. 때문에 ‘관청 많은 홍성에 가서 아는 체하지 말고, 알부자 

많은 광천에 가서 돈 있는 체하지 마라’는 말이 있었으며, 실제 사금이 나오던 곳으로 금을 

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사금만큼 귀중한 것이 또 하나, 광천 새우젓이다. 광천 새우젓

은 폐금광의 갱이었던 옹암포 토굴에서 익힌 새우젓으로 맛과 빛깔이 뛰어나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했을 만큼 인기가 좋았다. 현재까지 옹암포 토굴에는 약 50~60

개의 새우젓 토굴이 있으며 토굴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맛의 깊이가 남다르다. 

광천역 공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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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부산의 대표 환승역 교대역

도심 중앙 ‘중앙대로’ 위에 세워진 선상 역사
일출을 형상화한 디자인 적용

교대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동해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2016년 동해선 광역전철

이 개통하면서 신설 동해선 교대역이 태어나게 되었다. 역사는 일출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도입되었는데, 특히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역으로 중앙대로 위에 세워진 선상 역사이다. 도

시 전경과 어우러지는 2개의 역사와 도로 위에 마련된 타는 곳이 특징적이다. 부산도시철

도 1호선 교대역은 1985년 부산1호선 범어사-범내골 구간이 개통하면서 영업을 시작한 역

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이다. 처음 동해선이 개통될 당시에는 두 역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어 불편이 따랐지만 2018년 길이 51m, 너비 8.5m의 환승 통로가 완성되면서 환

승역으로서 교대역의 편의성이 개선되게 되었다. 

2016. 12.  동해선 광역전철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전쟁 중에도 배움의 열망을 품은
청소년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교대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변변한 교실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해변이나 산, 언덕 등지

에서 천막 아래 교육을 지켜왔다.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산림 곳곳에서 피란 학교를 세웠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으

며 실제 전쟁 중에 중학교 국가 연합고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인 부산 교육대학교는 1946년 초등교원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부산사범학교와 1955

년에 설립된 부산사범대학을 통폐합하여 탄생한 신제 부산사범대학에서 출발했다. 여러 

차례 최우수 교육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의 미래를 선도

하는 대학이다.

부산교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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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누군가의 첫 사랑 구둔역

1940.04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1.01 소화물 취급 중지

1994.01 화물취급 중지

2006.12 구둔역사 등록문화재 

 제296호로 지정

2012.08 폐역

연혁                                                        

그림 같은 배경, 흰 빛의 단정한 역사

구둔역은 1940년 4월 1일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가 준공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3716호에 따르면 1939년으로 추정된다. 2012년 8월 16일, 청량리-원

주 간 복선전철화로 원래의 자리에서 약 1km 떨어진 새 역사로 이전되며 폐역이 되었고, 

구둔의 이름 역시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새 역사가 2013년 일신역으로 명칭을 변경하

면서 구둔역이라는 이름은 옛 역사의 것으로 온전히 남게 되었다.  

구둔역은 약 8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개축 없이 

설립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옛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 광장, 그

리고 야트막한 구릉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흰 색의 단정한 역사. 대합실과 역무실이 각

각 독립적인 지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광장 방향의 대합실 상부 지붕 박공면이 역사의 전후

면을 관통, 역무 공간과 숙직실이 지붕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자형 평면구조이다. 특히 커

다란 박공지붕이 대합실 전체를 덮고 있어 입면과 매스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안정감 있다. 이런 전형적인 목조 간이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구둔역은 그 역사의 광장, 철로, 승강장 모두 함께 2006년 12월 양평 구 

구둔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문화재 제29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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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첫 사랑 구둔역

설렘과 풋풋함, 그 첫사랑의 역사 

간이역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첫사랑일 것이다. 2012년 국민 첫사랑

을 탄생시킨 영화 <건축학개론>.  그 첫사랑의 배경이 바로 구둔역이다. 또한 가수 아이유

의 음반 사진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특히 연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뿐만 아

니라 인근에 사림문화교육센터, 일산 분교캠핑장, 역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지평양조장

이 있어 연계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

원회 심의를 거쳐 구둔역 관광지 개발이 최종 확정되었다. 구둔 아트 스테이션이라는 기본 

구상 아래 구둔역을 활용한 철도역사 박물관과 음악인을 위한 뮤직센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영화공작소 등의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 중이다.

소박하고 잔잔한 행복을 지키고 있는 구둔역

아홉구(九), 진칠둔(屯). 구둔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마을 산에 아

홉 개의 진을 설치했던 마을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전쟁을 이길 만반의 준비, 그 이름 때문이

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전쟁 당시 엄청난 포화 속에서도 구둔역만은 폭격을 피해 온전하게 지

켜질 수 있었고, 그 후부터 역을 찾아온 사람들이 빈 소원들이 하나둘 모여 소원 나무가 생기

게 되었다. 지금은 비록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소박한 풍경의 간이역을 만

나러 온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 소원 나무처럼 따뜻한 9가지의 즐길 거리가 생겨났다. 풋풋

한 연인들을 위한 고백의 정원, 구둔역을 달리다 퇴역한 전철이 변신한 환상열차의 종소리 

등, 그렇게 구둔역에는 여전히 소박하고 잔잔한 행복이 머물고 있다.

가수 아이유 <꽃갈피 둘> 앨범자켓 촬영지 구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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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로 가는 길목 구례구역

1936년 개업,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관광객을 반기는 기와지붕의 고풍스런 역사   

구례구역은 1936년 12월 전라선 보

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된 이후 임

시역사를 거쳐 1957년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뒤이어 1986년 579.8㎡ 

규모의 벽돌조 기와 단층의 현재 역사

가 탄생하였는데 화엄사와 천은사, 쌍

계사 등 지리산의 유명 사찰과 인접한 

고장의 역사답게 고풍스러운 모습이

다. 이후 1999년 구례구-동순천 구간 

복선화 공사의 준공과 2002년 압록-

구례구 구간 복선화공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36.12 전라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10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2.04   임시역사 준공

1957.10   역사 신축 준공

1969.03   귀빈실 신축

1986.01   현 역사 신축 준공

1999.05   구례구-동순천 구간 복선화

2002.10   압록-구례구 구간 복선화

연혁                                                        

구례구역이 구례역이 아닌 이유?

구례구역은 지리상으로 섬진강 건너 바로 구례읍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그

러나 행정구역상 구례가 아닌 순천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례'란 역명을 붙이지 않고 

구례의 입구란 뜻의 '구례구(求禮口)'라고 명명하였다. 구례 일대는 삼한시대 54개 부족국

가의 하나로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구차례, 또는 구차지로 불리던 곳이다. 통일신라 시기 

경덕왕에 이르러 구례라고 불리게 되었다. 

국보 종합선물세트, 지리산 화엄사 

구례는 지리산 자락 아래 포근하게 감싸 안긴 땅의 모양새가 따뜻하고 평화로워 봄꽃을 맞

이하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고장이다. 넉넉한 인심과 맛깔난 음식, 수

려한 자연경관은 구례의 자랑이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더하자면 백제 성왕 22년에 창

건한 천년 고찰 역사를 간직한 구례 화엄사를 들 수 있다. 무려 10개가 넘는 국보와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사찰이다.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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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한민국 성장의 요람 구로역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과 함께 출발

구로역은 1974년 역사가 신축 준공되며 같은 해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과 함께 보통역

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보다 이전이었던 1969년과 1973년에 설치되었던 경부선 구로

신호소와 구로남신호소가 구로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도시와 함께 빠르게 성장

하여, 1983년 사무관역 승격에 이어 1991년에는 신역사 B동이 준공되어 영업을 시작했다. 

기존의 구로역이었던 A동이 당시 2,229.4㎡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지상 3

층, 지하 1층에 이르며, 새롭게 준공된 B동이 4,301.5㎡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로 지상 5층, 지하 1층에 이른다. 경인선의 분기역으로 경부선, 경인선 방면으로 향하는 수

도권 광역전철의 주요 환승역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구로 차량사업소가 위치하고 있

을 만큼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하였기 때문이다.   

1969.03 경부선 구로신호소 설치

1974.06   역사 신축 준공

1974.08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1.05   현 역사 B동 준공

연혁                                                        

1967년 설립된 구로1공단으로 출발
대한민국 미래의 중추,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역명이 유래한 구로 지명은 예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 9명이 오래도록 장수하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구로구 일대는 1963년 경기 시흥군 및 부천군에서 편입되었다가 1980년 영

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이후 1995년 금천구의 분구로 인하여 독산동, 시흥동, 가리

봉(가산)동 등 일부 지역이 금천구로 편입되었다. 전체면적의 28%가 준공업지역인 대표

적인 공업 도시로 경인공업지대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다. 1967년 설립된 구로1공단과 함

께 발전을 시작,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 역할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연구개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들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

업단지로 탈바꿈하며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추로 자리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수출의 여신상

옛 구로1공단 전경 옛 구로3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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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리시의 중심 구리역

2005년 역무원 없는 간이역으로 출발
경의·중앙선과 별내선의 환승역

구리역은 2005년 12월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중앙선 전철이 분리되면서 무배치간이역

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리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0

년 갈매역 개업 이전까지 구리시의 유일한 수도권 전철 역사이자 경의·중앙선 역사로 역할

하였다. 2009년부터는 통근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시작, 2014년 경의·중앙선이 직결되었

으며 별내선이  준공되면 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2005.12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구지면의 '구(九)' 자와 
망우리면의 '리(里)'자를 합한 이름

역명이 탄생한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양주군 망우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

(九旨面)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면서 구지면의 '구(九)' 자와 망우리면의 '리

(里)'자를 합한 데서 유래하였다. 구지면은 한강과 왕산내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육지나 강

으로 돌출한 지역을 뜻하는 말, ‘곶’이 ‘고지’로, 고지가 다시 ‘구지’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구

지의 옛 지명은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871년에 간행된 <경기읍지>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지형 특징으로 철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왕숙철

교는 왕숙천을 관통하여 구리역과 도농역을 연결하는 중앙선 철교로 1939년 경경 북부선

의 일부로 단선 개통 이후 2005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복선으로 운행하고 있다. 

구리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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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인재의 절반이 나는 곳이라 불리던 곳

선산군 구미면. 옛 선산은 <택리지>에서 영남 인재의 절반이 나는 곳이라 불리던 곳으로 

구미 보다 널리 알려진 지명이었다. 그런 선산군이 뒤늦게 발달하기 시작한 구미시에 통합

된 것은 경부선 철로와 구미역이 들어서고 전국 최초 산업공단이 건설되면서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1963년 구미면이 읍으로 승격된 데 이어 1978년 선산군 구미읍

과 칠곡군 인동면이 구미시로 통합, 1995년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역성장의 견인차 구미역

1916.11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66.12  역사 신축 준공

1981.07  역사 신축 준공

2006.05  소화물 취급 중지

2006.09  민자복합역사 완공

연혁                                                        

1916년 경부선 보통역으로 출발
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복합역사

구미역은 구미시 원평동에 1916년 11월 1일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지역발전과 

더불어 역사가 신축, 증개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도시의 급속한 발달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낳는다. 1966년 12월 옛 구미역사 준공 이후 1998년 기존 철도 역사를 역

무 시설과 상업 시설을 포함한 종합역사로 개발하여 2006년에 완공하였으나 주차장 문제

로 16여 년간 준공되지 못하면서 법적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구미복합역사 정상화를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2015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만 1200㎡ 규모의 역사와 

32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후면 지하주차장, 광장이 조성되었다. 

구미역 뒤 금강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구미시청 구내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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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의 견인차  구미역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로 1968년 구미 1공단을 시

작으로 섬유, 전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축을 맡아왔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구미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만큼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대구 지역의 인적자원과 

함께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양의 정기를 받은 명산 금오산 
구미역 후면 광장에서 시작하는 금리단길

과거 구미역 일대는 금오산에서 굴러 떨어진 작은 바위들이 가득했던 자갈밭으로, 실제 구

미역이 들어서면서 깨졌다는 죽바위 이야기와 여러 옛 이름을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구미시하면 금오산과 금리단길을 빼놓을 수 없다. 금오산은 태양의 정기를 받은 명산

으로 976m 높이에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관과 함께 다양한 명승지가 자리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구미역 후면 광장에서 시작하는 금리단길은 금오산 아래 개성 넘치는 

가게들을 지나 아름다운 도립공원의 풍광을 만나는 약 2.7km의 걷기길이다. 

거북의 꼬리라는 지명 유래는 근거 불충분

구미라는 지명이 문헌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성종 무렵으로, 오늘날 구미시 선기

동 지역에 설치되었던 구미역이다. 당시에는 구며역으로 표기되었는데, 우리나라 이두 글자

로 며와 미가 거의 같게 발음되었기 때문에 이후 미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북의 꼬

리에 해당하여 구미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지명 유래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금오산에서 내려다 본 구미시 전경구미 성리학역사관

금오산

금오산 정상금리단길

금오산 올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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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역고구려 마을 구성역

2011년 분당선 연장개통과 함께 출발

구성역은 오리-수원을 잇는 분당선 연장개통과 함께 2011년 12월 28일 처음 영

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계획 당시에는 신갈1역으로 불리었으나, 역사의 위치가 

옛 구성읍에 해당하여 최종 구성역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과 

철로 급커브 문제로 기존 구성삼거리 지점이 

아닌, 마북리 전통사 절터 뒤쪽이었던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2020년 수원

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며 

분당선과 직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용인역에 대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서울접근성 향상과 도

시 발전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12   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영업개시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고구려의 지명 구성현에서 유래
항일 순국 지사 민영환 잠들어

역명이 유래한 구성읍은 고구려의 구성현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17세기 중엽 편찬된 <동

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는 본래 백제 땅이었으나 고구려가 빼앗아 구성현으로 삼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구는 ‘크다’는 뜻의 ‘말아지’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구성은 ‘큰 성’이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버랜드 인근에 위치한 할미산성을 두고 구소성의 치소성, 즉 

본래 ‘구성’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가 위치한 마북동은 옛날 상마곡 마을

에 있던 사찰, 마운사(痲雲寺)의 스님이 마의를 입고 다녔으며, 또한 이곳이 면 소재지의 북

쪽에 있어 마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인근에 대표적인 항일 순국 지사 민영환의 

묘와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구성역

신갈역

소실봉
근린공원

구성초등학교

청덕성당

칼빈대학교

민영환선생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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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
역안양천을 굽어보는 구일역

영등포-인천 복복선 전철화 과정에서 탄생

구일역은 1995년 2월 16일 경인선 간이역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기존 경인선에는 

없던 역이었으나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영등포-인천 구간을 복복선 전철화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역사는 2층 규모이며, 안양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타는 곳과 고척스카이돔과 연결된 출입구가 특징이다. 고척스카이돔과 연결된 출입구는 

2016년에 설립된 것이다.

처음 계획 당시에는 ‘안춘천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실제 역사 구내에 안춘천교가 있

었기 때문이다. 안춘천교는 하루에도 수백 편의 열차가 지나는 경인선 핵심 교량으로 

1901년에 준공되어 개량을 거쳐 현재까지 국민들의 편리한 철도 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5.02 경인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프로야구 시즌에는 고척스카이돔 관중으로 북적

역명은 동명에서 유래, 지명에 숫자를 더한 표현에서 탄생하였다. 인근에 고척스카이돔이 

위치하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이용객이 많다. 고척스카이돔은 한국 최초의 돔 형태 

복합 체육 문화시설이며 사계절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야구 경기와 각종 행사를 열 수 있

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구장으로, 인근 안양천에 국내 야구

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야구 기록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특별한 재미를 더한다. 

안양천, 죽음의 하천에서 생명의 하천으로

안양천은 삼성산의 안양사에서 발원하였다 하여 이름 붙여진 하천으로, 과거 구로 일대에 

빽빽하게 자리한 공장에서 방류된 오염물질로 인해 ‘죽음의 하천’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안

양천을 되살리기 위한 구로구와 인근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명의 하천’으로 재탄

생, 꽃향기와 풀 냄새가 가득한 서남권 최대 규모의 생태초화원이 되었다.

구일역

고척
스카이돔

길산

양천해누리
체육공원

고척근린공원

고척골목시장

안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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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포
역서부 부산의 관문 구포역

바다와 내륙을 잇는 낙동강 하류 최대 물목

구포역은 일제가 1901년 초량과 구포 사이 공사를 착수하면서 1903년 11월 1일 개통. 경부

선 전체 노선 개통되면서 1905년 1월 1일 운전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현재의 역사

는 1985년에 지어진 것으로 2005년 역사의 증•개축공사와 함께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지하철 구포역과 철도 구포역 사이에 연육교가 가설되면서 역사 광장에 공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산 시내에서는 부산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이다. 실제 구포는 조선조부

터 농산물과 어염의 집산지였던 곳으로, 바다와 내륙을 잇는 낙동강 하류 최대 물목이자 

상업 교역의 중심지로 역할 하였다.    

1905.01  경부선 운전취급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85.12  역사 신축 준공

1989.08  동서통근열차 여객취급 개시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연혁                                                        

신성한 거북이가 엎드린 포구

2006년 3월 18일, 구포역 광장에서 3·1운동 87주년을 맞아 3·1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1919년 3월 29일 구포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재현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들고 일어섰던 고장. 때문에 1995년 구포역 인근에 구포장터 

삼일운동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모습이 거북이의 모습을 띠고 있다. <양산군읍

지>(1878)에 따르면 구포란 지명은 구복포, 즉 거북이가 엎드린 포구라는 뜻으로,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중

요한 굿을 행하던 장소로 ‘굿개’라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신성한 

거북이를 뜻하는 구를 쓰게 되었다는 설도 전해진다. 

구포의 명물, 구포국수

구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포국수이다. 일제강점기 제분 제면 공장이 들어서고 

한국전쟁 피란민이 모여들면서 구포에 국수를 생산하는 공장만 30여 곳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최초의 사례로 상표등록에 대한 법적 분쟁까

지 벌어졌었으나 구포국수는 구포의 명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로 

부산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국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었다. 

부산지하철 구포역과 연결육교서부부산의 관문 구포역 부산지하철 구포역에서 바라 본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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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
역국수봉 아래 국수역

자전거로 붐비는 현대식 전철역

국수역은 1939년 4월 1일 중앙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 1958년에 보통역으로 승격하

며 옛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2008년 팔당-국수 간 중앙복선전철이 개통되었으며, 이

듬해 국수-용문 간 중앙복선전철이 연장 개통되었다. 벽돌조 기와 단층의 소박했던 역사

가 사라지고 탄생한 신역사는 일반 여객열차는 취급하지 않는 전철역으로 세련된 형태의 

현대식 모습이다. 옛날과 달라진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옛날 국수역에서 잠시 숨을 골랐

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대신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바로 남한강

을 찾아온 자전거이다.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 이후 수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몰려들면서 

간단한 자전거 수리부터 교체, 마른 목을 축이는 다과가 마련된 쉼터가 국수역과 함께하게 

되었다. 

1939.04  중앙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58.11  보통역으로 승격 

1958.12  역사 신축 준공

2008.02  임시역사 이전 영업개시

2008.07  신원-국수 간 선로 및 

 승강장 이설

2008.12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산세가 부드럽고, 조망이 좋은 국수봉
‘먹는 국수와는 무관합니다’

국수리는 양근군 서시면의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 행정구

역 통폐합에 따라 신촌리, 답다리, 비석거리를 합쳐 국수산 밑이 되므로 국수리라 부르게 

되었다. 청계산 정상에서 형제봉을 지나 남으로 1km 이어진 능선이 도달하는 봉우리가 바

로 국수봉이다. 1980년대 백두대간, 정맥, 기맥 등 종주 산행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강

기맥을 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계산을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산세가 부

드럽고, 조망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국수역이 개통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인기가 높

다. 재미있게도 비록 그 유래는 전혀 상관없지만 국수라는 지명 때문에 진짜 국수를 먹으

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남한강 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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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역충절의 고향 군북역

급수탑이 있었던 경남 서북부의 관문

군북역은 1923년 경전선 보통역으로 시작, 처음 역사가 건립되었을 당시에는 급수탑이 설

치되어있었으며, 마산-군북 간 설치되었던 사설 철도의 종착역으로 역할 했을 만큼 대표

적인 지역 교통의 중심지였다. 넓은 역사 광장에 승강장을 지키던 향나무와 조차장을 둘러

싼 벚나무까지, 서북부 경남의 관문으로 손색이 없던 옛 군북역. 옛 군북역의 위상을 잘 보

여주는 것이 바로 군북역 물류창고이다. 1923년 역사와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

고로 현재는 물류회사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1997년 새로운 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2012년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이설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23.12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8.09  여객 승강장 확장

1997.12 현 역사 신축 준공

2005.09 화물 취급 중지

연혁                                                        

만세소리 울려 퍼지는 군북시장

함안 군북지역은 경남지역에서 고인돌이 가장 밀집 분포된 지역 중 하나로, 인근에 아라가

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을 지나다 보면 고인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현재의 군북역사 앞에도 놓여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마을이

었다. 옛 군북역 앞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을 형성했고, 그 시장의 규모가 

인근 함안시장보다 컸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진행되었던 군북시장 만세운동

은 5000여 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실제 뜨거웠던 독립의 열망과 군북시장의 위

상을 보여주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생육신 조려가 낙향하여 은거했던 곳

조선시대 계유정난 시기 단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육신과 생육신. 그 생육신 중 한 

명인 어계 조려가 낙향하여 은거했던 곳이 바로 군북이다. 이후 숙종이 어계의 절의가 백

이와 숙제에 못지않다고 한 데서 쌍안산과 쌍봉산으로 불리던 두 봉우리를 백이산과 숙제

봉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백이산과 숙제봉을 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군북역이다. 백이

산주차장을 거쳐 정상에 올라 명관리 공룡 발자국을 보고 다시 숙제봉과 명관리 고인돌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총 8km 거리이다.

군북시장 앞 조형물군북역 앞 지석묘 안내판함안 조씨 독립유공자비

백이 숙제를 기리는 서산서원 어계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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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3 군산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4.11 군산항역 폐지

1950.07 한국전쟁으로 역사소실

1955.06 옥구선 개통 영업개시

1960.10 역사신축 준공

2000.05 장항-군산 철도연결 공사 착공

2008. 01 현 군산역 영업개시

연혁                                                        

군산역과 군산화물역
전쟁과 철교가 바꿔놓은 역사의 운명

군산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라 개항된 부산, 원산, 인천의 3개 항구와 목포, 진남포에 

이어 6번째로 개항된 항구 도시로, 일찍이 철도가 들어서면서 1912년 보통역으로 영업

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역사는 일본의 전통적 목조 양식을 따라 직사각형 형태의 단층으

로 지어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해당 역사가 소실되어 새로운 역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때의 군산역사가 군산화물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12월 철거되었다. 과거 군산선과 

장항선은 1912년과 1930년에 각각 개통되었으나 충남과 전북을 가로지르는 금강에 가로

막혀 한 구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에 이르러 시작된 금강철교 공사가 7

년여 만에 준공하며 드디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2008년 장

항-군산 철도연결로 신군산역이 내흥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이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이곳 농사만 
잘되면 큰 걱정이 없다

군산은 다른 개항 항구와는 달리 쌀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 상공인들의 경제적 중심

지였다. 예로부터 온 나라에 필요한 쌀이 임피평야와 옥구평야에서 난다는 말이 있을 정

도였기 때문에 일제는 이곳의 기름진 쌀을 군량미로 가져가기 위한 병참기지로 개발하

였다. 때문에 철도 군산선을, 신작로 전군가도를, 일본 오사카로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한 

3000t 급의 배를 댈 수 있는 부잔교를 건설하며 수확된 쌀의 75%를 소작료로 거두어갔

다. 때문에 근대 풍자문학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가 이 군산을 배경으로 태어났으며, 

1927년에는 전국 농민항쟁 중 최대 규모인 옥구농민항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계속된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산경찰서 병력이 총동원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진압에 실패하여, 지역 소방대와 인근 경찰서에까지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사진=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제공)1912년 문을 연 군산역사

1930년대 군산항역

일제시대 군산역에 집결하여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들의 모습

군산화물역

군산부두의 쌀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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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가 있는 풍경, 경암동 철길마을 

길게 늘어선 판잣집들, 그 사이를 마치 시냇물처럼 흐르는 2.5km 철길과 열차. 경암동 철길

마을은 1944년 4월 4일,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했던 신문용지 제조업체를 위한 ‘페이퍼코리

아선’ 때문에 태어났다. 시속 10km에 불과한 열차. 그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얼기설기 지은 

집이 흔들리던 가난한 동네. 그렇게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동네였지만 그래

서 가족과 함께 모여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곳.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찻길 사람들을 위해 호루라기를 불던 역무원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뜨거

운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한 경암동 철길마을은 그 독특한 모

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나며, 또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더 이상 열차는 지나가지 않지만,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거리 풍경과 상점들로 철길마을은 오늘도 정겹고 또 따뜻하다. 

역사(驛舍)안의 박물관, 군산 내흥동 유적 전시관

역 안에 위치한 작은 계단. 그곳을 통하면 갈 수 있는 군산 내흥동 유적 전시관. 역사 안에 

위치한 전시관은 마치 숨겨진 비밀공간처럼 열차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곳. 전시관 

안에는 군산역사가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전경과 함께 석기시대 토기 및 집터 들이 전시되

어 있는데, 이러한 전시관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재미있다. 새로운 군산역을 짓

기 위해 장항-군산 간 철도 연결사업 구간 발굴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

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굴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1월 1일 새

롭게 문을 연 군산역은 단순히 열차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진정

한 군산의 역사로 탄생하게 되었다. 

경암동 철길마을 내흥동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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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맛있는 군산

군산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장들은 사라진 군산선의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1920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군산공설

시장은 군산선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만든 시장이었으며, 대명동의 역전종합시

장은 군산역 일대의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장이었다. 또한 신영시장은 군산공

설시장의 주차장 노점상들을 철도청부지와 복개한 시유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개설

되었으며, 대야시장은 군산선과 장항선이 갈라지던 곳에 위치한 시장이었다. 많았던 시

장만큼 먹을거리도 풍부했던 도시. 때문에 군산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1920년대 무렵 군산은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과자점

이 있던 도시였다. 단순한 과자점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자업자들이 결성한 과자조

합이 있었을 정도였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성당은 일본인 히로세 야스타로라는 사

람이 만든 이즈모야 과자점 자리에 과자점을 하던 한국인이 과자와 빵을 팔게 된 것이 그 

시초라고 전해진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대문화역사의 거리

군산의 장미동, 월명동, 중앙동, 신창동 일대는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

다. 군산은 1914년 일본인이 전체 인구의 47%에 이를 정도로 일본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곳이다. 구 조선은행과 나가사키18은행, 양곡창고 등 지금은 전국적으로 자취를 찾아보기 힘

든 일제강점기의 건축물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배경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옛 군산역과 미곡취인소 등을 재현한 근대생활관과 

역사박물관을 통해 수탈의 역사 속에서 항거했던 민족의 혼을 느끼며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구 군산세관 본관(전북기념물 87호)은 1908년 대한제국 자

본으로 건립된 건축물로 문화서울역284, 한국은행본점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

의 3대 건축물로 꼽히며 오가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군산근대미술관

옛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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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삼각 박공지붕의 군포장역으로 출발

군포역은 1905년 경부선 군포장역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군포사거리와 안양천

(맑은내) 사이에 군포장(軍浦場)이 생기면서 마을이 들어섰고, 현재의 군포역 자리에 군포

장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1925년에 안양천이 범람하자 군포장을 군포장역 앞으로 옮

기고 1938년에 복선화되며 이름을 군포역으로 바꾸게 되었다. 옛 역사는 아담한 삼각 박

공 지붕의 역사였으나 1974년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면서 1988년 245.5㎡ 규모의 선상 역

사로 신축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05.01 경부선 군포장역으로 영업

 개시

1938.04 군포역으로 역명 변경

1974.08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1988.12 역사 신축 준공

연혁                                                        

임진왜란 당시 굶주린 관군을 배불리 먹였던 마을

군포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 굶주렸던 관군을 

일대의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면서 군포라 하였다는 설과 오래전부터 수운으로 이용

되어온 군포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또한 현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의 구

군포(舊軍浦)에서 비롯되었던 군포장역 때문에 군포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광복 직전까지 

10여 호의 한촌이었지만 1925년 대홍수로 군포장이 군포장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이곳 일

대를 구군포, 구 장터라고 부르다가 군포라는 지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이다. 세월

이 지나면서 군포장은 사라졌지만, 철도역 주변이 지역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흔적이 현재의 군포시장으로 남게 되었다. 

군포역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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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은행잎 굴봉산역

1939.07  경춘선 서천역으로 영업개시

1958.07  경강역으로 역명 변경

2010.12  수도권 광역전철 경춘선 개통

                 역사 이전

                 굴봉산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서천역, 경강역 그리고 굴봉산역

굴봉산역은 1939년 7월 25일, 역이 위치했던 서천리 지명을 딴 서천역이라는 경춘선 보통

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8년 강경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적벽돌 외벽

의 새로운 역사를 준공하였다. 1963년 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던 경강역은 1980년 다시 

보통역으로 승격,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화로 백양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맞아 새롭게 굴봉산역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실제 역사가 산을 관

통하는 터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라는 역명과 잘 어울리는 은행잎 작품, 역사 입

구 중앙의 노란빛 둥근선이 인상 깊은 역사로 탄생하게 되었다.



177176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ㄱ

굴
봉
산
역

노란 은행잎  굴봉산역 

‘과거에서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아온 경강역

굴봉산역의 옛 이름 경강역은, 1997년 개봉한 영화 <편지>에서 극 중 초반에 정인(최진실)

과 환유(박신양)이 마주쳤던 장소이다. 오랫동안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으면서, 영화 포스터

와 주인공 배우들의 손도장이 맞이방에 전시되었었지만, 경춘선 복선전철화로 신축 이전하

면서, 굴봉산역의 옛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 이전으로 굴봉산과 가까워졌

을 뿐만 아니라 옛 경강이라는 역명이 강경역과 비슷했기 때문에 역명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장항선 서천역과 구분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가 만난다는 경강역으로 

굴봉산역의 역명은 경강역 이전에 한 번 더 바뀐 적이 있다. 처음 위치했던 서천리 지명을 딴 

서천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굴봉산역은, 1958년 충청남도 장항선 서천역과 구분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가 만난다는 의미의 경강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경기도와 강원

도의 경계 역사이자, 소박한 정취의 간이역 풍경으로 영화 <편지>에 이어, 드라마 <천국의 

계단>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역이 생기면서 산행지로 사랑받는 굴봉산  
풍성한 볼거리의 유럽풍 정원 제이슨가든

굴봉산은 남산면 백양리에 위치한 395m 높이의 산으로 정상부근에 여러개의 굴이 있다

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나지막한 높이의 산이지만 완만한 고개부터 급경사 코스까

지, 2-3시간 정도의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굴봉산역이 생기면서 뛰어난 접근성으로 

춘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들로 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이드가든은 

2011년 개관한 수목원으로 총 163.528㎡ 넓이에 춘천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 등 다양한 식

물과 함께 유럽풍의 정원, 영국식 정원 등이 꾸며져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2013년 드

라마 <그겨울, 바람이 분다>의 주요 촬영지로, 특히 수목원 방문자 센터가 배우 송혜교가 

연기한 오영의 집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옛 경강역

제이슨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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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예쁜 꼬마역 극락강역

철도문화재로 지정된 여행 테마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 2019년 한국철도에서 선정한 최우수 테마역으로 선정된 

극락강역은 2013년 철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테마 행사로 많은 철도여행

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극락강역은 1922년 광주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배치간이역을 거쳐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

던 역사를 1959년 새롭게 신축 준공한 것으로 소박한 맞배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역 

구내에는 시멘트 사일로가 있어 양회화물을 취급하기도 한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

하게 KTX열차끼리 비껴가는 명장면을 볼 수 있어 철도 마니아 사이에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1922.07  광주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38.10  보통역으로 승격

1950.07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9.01  역사 신축 준공

1974.03  소화물 취급 중지

연혁                                                        

앙증맞은 그림전시장으로 탈바꿈

최근 극락강역은 셔틀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을 개선, 서투른 솜씨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여

운 그림부터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작품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프러포즈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즐거움이 흐르는 극락강

극락강은 광주호가 있는 무등산 북쪽 원효사 골짜기의 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 가막골

의 용추사 용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극락은 산스크리트어로 즐거

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근방에 위치했던 여관 ‘극락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

다. 1914년 지역통폐합으로 지금은 광산구 신가동으로 불리지만 옛 이곳의 지명 역시 극락

면이었다고 한다. 인근에서 극락강역과 같은 옛 지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서

창에 위치한 극락교는 광주 시내에서 공항과 송정 방면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매년 

억새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극랑강



181180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ㄱ

금
곡
역용이 승천하는 금곡역

어룡골 전설을 담은 용 형상의 타는 곳 지붕 

금곡역은 1939년 금곡리역이라는 경춘선 이름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던 역사를 1958년에 한차례 신축 준공하였다. 당시 역사는 인근 사릉역이나 평내

역보다 크고, 마석역이나 대성리역보다는 작은 규모로 71㎡에 부대건물을 갖춘 벽돌조 기

와 단층이었다. 1993년 금곡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

되며 새로운 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옛 역사는 당시 모습 그대로 2013년부터 교회로 쓰

이고 있다. 새로운 역사는 타는 곳 지붕에 용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것이 특징으로, 과거 물

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어룡골 저수지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다.   

1939.07  경춘선 금곡리역으로 영업

 개시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8.10  역사 신축 준공

1993.07  금곡역으로 역명 변경

2010.12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철을 파낸 곳이라 하여 ‘쇠푼’으로 불려

역명은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과거 금곡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금촌면 

잎례리와 건천면 송정리 일부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금곡리라 이름 붙여졌는데, 1989년 미

금이 분리 승격되면서 금곡리가 금곡동으로 바뀌었으며,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

합되면서 남양주시 금곡동이 되었다. 시청 소재지이자 역사가 소재한 금곡동은 금곡리 지

명 형성과는 상관없이 과거 철을 파낸 곳이라 하여 ‘쇠푼’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를 한자로

는 본래 금곡이라 부르던 곳이기도 하다. 2015년 경춘선 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옛 금곡

역사와 어룡터널 등을 활용, 경춘선의 옛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전거 관광의 핵심으

로 역할하기도 한다.

조선왕조 마지막 왕릉 홍유릉

2019년 금곡역 일대를 중심으로 홍유릉에 이어지는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시작

되었다. 2009년 조선의 왕릉들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홍유릉도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홍유릉은 조선 26대 왕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홍릉과 조선

왕조 마지막 왕 순종황제와 순명효황후 민씨, 윤씨의 유릉이 합쳐진 이름으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릉인 동시에 최초의 황제릉이다. 왕릉이 아닌 황제릉을 본받았기 때문에 매우 크

고 화려하며 외세의 침략과 서양문물 유입으로 낙타와 코끼리, 기린 등의 석물이 세워져 

있어 이채롭다. 

홍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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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세워져
임시승강장으로 출발하여 괄목성장

금릉역은 2004년 10월 경의선 임시승강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금촌역의 혼잡도를 해

소하고, 인근의 택지개발로 대단위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2007년 10월 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9년 수도

권 전철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임시역사를 거쳐 2011년에 현재의 역사로 이전하였다. 작

은 임시승강장으로 시작했지만, 주요 관공서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가까이 자리하고 있

어 인근 주요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 오늘날에는 파주시의 대표 역사로 자리하

게 되었다. 

2004.10  경의선 임시승강장으로 영업 

 개시

2007.10  무배치간이역으로 승격

2009.07 수도권 전철 경의선 개통

2011.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금이 묻혀있다 하여 금성으로 불리던 곳
금릉역 옆 공릉천의 옛 이름도 금릉천

금릉역은 실제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미 금촌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금

릉동의 지명을 따라 붙여졌다. 금릉역의 역명이 유래한 금릉 일대의 마을은 본래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쇠 또는 금이 묻혀있다 하여 쇠자, 쇠재, 금성이라 불리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금릉리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 금릉역 인근에 흐르는 공릉천은 과거에는 금성천으로 불리며 수많은 상선이 드나

들던 곳이다. 때문에 금화로 둘러싸였다 하여 금성리로 불리다가 능이 들어서면서 금릉이 

되었다는 설과, 조선 제16대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을 갈현리로 천묘한 후 교하군 

관아를 이전하면서 금과 릉을 따서 금릉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파주 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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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경부선·안산선 개통과 더불어 영업개시
1호선, 4호선이 만나는 3초 환승으로 유명

금정역은 경부선 부설 당시에는 없었던 역으로, 안산선 개통과 더불어 1988년 수도권 전

철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역명은 어느 곳이나 파기만 하면 물이 잘 나와 물 긷는 여인

들의 옷을 적신다는 뜻의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처음 역이 만들어질 당시 1,547.97

㎡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짜리 한 동의 건물로 지어졌으나 역사 이용객이 증가

하면서 2006년 북부 역사가 준공,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

만여 명이 이용, 경기도에서 7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다. 특히 금정역은 1호선과 4호선

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3초 환승이 유명하다. 평행선상의 노선에서 바로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어 개념 환승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88.10  경부선·안산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3.01  과천선(금정~인덕원) 개통

2006.05  북부역사 준공 영업개시

연혁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한 안산선
반월국가산업단지 성장 동맥

안산선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금정역과 경기도 안산을 거쳐 경기도 시흥시까지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1986년 2월에 착공하여 1988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서울부터 안산 사

이의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서울의 공장 이전 및 수도권 균형 개발에 크게 이바

지하였다. 특히 안선선 준공에 큰 영향을 미친 반월신도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도시 설계

가 도입되었던 지역이다. 도로부터 공장부지, 시가지 내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 하수

도까지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방식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반월신도시의 중심 반월국가산

업단지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풍부한 고용 기회 창출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을 이루어내

며 2009년 기준 약 3,8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반월공단 부지조성사업

안산선

반월신도시 도시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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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역전화위복의 역사 금촌역

잦은 수해피해로 현대식 고가 역사로 재탄생

금촌역은 1906년 경의선의 보통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옛 역사는 155.76㎡ 규모

의 목조 기와 단층역사로 일제강점기 표준역사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재료와 구축이 변화

된 1960년대 표준역사였다. 남북분단과 휴전선으로 파주 일대의 관공서가 인근으로 내려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통근 열차와 함께 해왔다. 금촌역에서 순달교 

방향 도로 양쪽에는 크게 번성했던 역답게 선술집과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릉천 칠간 다리에서 기차 화통이 울어대면, 손님맞이를 준비하던 가게들. 그러

나 지역 특성상 수해 피해가 잦아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8년 현대식 디자인의 대형 고가 

역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1906.04  경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8.04  역무시설 현 역사로 이전

2009.07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한국전쟁과 분단을 딛고 
경기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오늘날 금촌 일대가 파주의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금촌역과 한국전쟁

의 역할이 컸다. 금촌 일대는 일제강점기 초까지 아동면으로 쇠재(金陵), 새꽃(新花), 새말

(金村), 풀무골(冶洞), 검산(檢山), 맥금(陌金) 등 6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다. 경의선이 들

어서기 전에는 대부분 논이었던 시골 마을. 금촌의 지명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재미있는 유

래가 많다. 일본인이 역 이름을 짓기 위해 마을 이름을 묻자 ‘새말’이라 대답하였는데, 이 말

을 일본인이 ‘쇠말’로 알아들어 금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금촌역이 들어서면서 금촌 일대가 교하지역의 중심지로 성장, 금촌장이 들어섰으며 지역

의 이름도 역명을 따라 금촌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금촌에 피란민 임시수용소

가 세워져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였으며 휴전선이 생기면서 기존 포구를 기반으로 했던 

봉일천장과 문산장이 쇠퇴하고 철길을 끼고 있던 금촌장이 경기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금촌장

금촌역 옆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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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람과 자연의 어울림 기장역

1934년 동해선 간이역으로 출발
1952년 무장공비 습격으로 역사 소실 

기장역은 1934년 12월 16일 송정역과 일광역 사이의 동해선 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이후 1935년 보통역으로 승 였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2월 22일 17:30분경 

상행통근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무장공비가 습격, 역사에 불을 질러 역사가 소실된다. 이후 

임시역사 시기를 거쳐 1957년 새로운 역사를 신축, 개보수를 통해 최근까지 사용하였으나 

2016년 광역전철 개통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현재의 역사가 들어섰다. 

1934.12  동해선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35.12  보통역으로 승격

1952.12  공비 내습으로 역사 소실

1957.07  역사 신축 준공

2006.11 화물 취급 중지 

2016.06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자연채광과 편의시설이 돋보이는 친환경역사 

옛 기장역을 대신해 새롭게 들어선 역사는 선상역사의 모습으로, 특히 군청방향으로 새로

운 출구가 생기면서 16만 명이(2020년 기준) 살아가는 부산의 주요 도시 기장 군민의 이

용 편의성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자연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밝은 미

래를 향해 가는 기장군의 의미를 역사에 반영,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적

극적인 자연채광을 계획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리한 수직 동선을 확보하였다. 

MTB의 천국. 일광테마임도 

일광테마임도는 선동 상현마을에서 시작하여 기장역을 잇는 총 19.5km의 길로 고운 자갈

로 정비된 임도와 원추리, 구절초, 벌개미취 등 한국 토종 꽃들이 길 따라 피어있는 걷기길

이다. 특히 길은 꽃장포, 동백나무거리, 구절초, 진달래 군락 등 이름 그대로 꽃들을 따라 

정리되어 있으며 임도 입구에 건립된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의 모연정과 돌샘, 황토맨발건

강길이 마련되어 있다. 테마길 중간에 일광산 정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전국 두 번째로 공

인된 MTB 경기장을 찾아갈 수 있다. 2000년 전국 MTB대회를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

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경기를 치룬 곳으로 색다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일광테마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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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흥
역경전철과의 만남 기흥역

2011년 말 분당선 연장개통과 함께 출발
전철역 주변 명소, 백남준 아트센터 위치

기흥역은 오리-수원을 잇는 분당선 연장개통과 함께 2011년 12월 28일 처음 영

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2011년 연장개통 당시에는 분당선의 출발역이자 종착역

으로 역할하였으나 이후 2020년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며 수인·분당선 노선이 

탄생, 현재에는 중간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흥역의 역사는 지하 3층 규모로 총

면적 13,077.11㎡이며 건물 아래 오산천이 흐르고 있다. 6번 출구에서 약 1Km 정

도 떨어진 거리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코레일이 뽑은 수도권 전철

역 주변 명소에 오르기도 하였다. 

2011.12   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영업개시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환승역
‘기곡면’의 '기'자와 ‘구흥면’의 '흥'자 합성

고려시대의 용구현과 조선시대의 용인현에 속해 있었던 역참 지역의 하나로 중요한 교통 

거점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영통리와 기곡면(器谷面) 일원, 구흥면(駒

興面)과 내삼면(內三面) 일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곡’의 '기'자와 ‘구흥’의 '흥'자를 따서 

지어졌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과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용인 경

전철, 에버라인을 연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용인 에버라인은 용인시 인구와 관광에 따른 

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5년 준공식을 거쳐 2013년 개통되었다. 에버랜드는 1996년

에 개칭된 이름으로, 1976년 국내 최초의 가족공원인 용인 자연농원으로 처음 문을 연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이자 최대의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기흥역

상갈역

강남공원

한국민속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수원CC
김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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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향기 가득한 김유정역

신남역은 왜 김유정역이 되었을까?

처음 이곳의 역명이 신남역이 된 것은 그 위치가 행정구역상 신남면이었기 때문이었다. 

1939년 7월 25일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신남역은 문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 12월 1일 한국 철도 최초로 인물명을 딴 김유정역으로 새롭게 태어났

다. 바로 역 앞에 위치한 실레마을이 소설 ‘봄봄’과 ‘동백꽃’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유정의 고

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0년 12월 21일 수도권 전철인 경춘선 개통으로 새 역사로 이

전하면서 전통 한옥 형태로 신축되었는

데, 그 역명판과 행선판이 수도권 전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궁서체로 표기되어 있

어 그 모습이 인상 깊다. 옛 역사는 준철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무궁화호 객차와 

디젤기관차와 함께 보존되고 있다.

1939.07 경춘선 신남역으로 영업개시

2004.12 김유정역으로 역명 변경

2010.09 화물 취급 중지

2010.12 수도권광역전철 개통으로 

    역사 이전

연혁                                                        

김유정의 소설 속 세상, 실레마을, 유정이야기숲

<소낙비>와 <봄봄>, <동백꽃>으로 잘 알려진 작가 김유정은 1908년에 바로 이 실레마을

에서 태어나 스물아홉 짧은 생애 동안 30여 편의 단편소설을 완성했다.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 밀렸는지 나

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

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동백꽃>을 비롯해 <봄봄> 등 12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실레마을 사람들의 이야

기로 전해진다. 굵직한 산들 속에 묻힌 아늑한 그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실레마을, 그의 소설 속 동백꽃이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인 이유도 이곳 지

역에서는 생강나무꽃을 동백꽃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구보다 춘천 실레마을을 

사랑했던 그는 2004년 김유정역으로 대한민국 철도사에 최초로 그 이름을 역명판에 남

겼다. 또한 김유정역 5분 거리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관에는 김유정의 생가가 복원되어, 그

의 생애와 소설 속 실레마을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옛 신남역

옛 역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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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향기 가득한 김유정역

무궁화호 차창 밖 그 풍경은 그대로 남아

2010년 12월 10일, 서울과 춘천을 이어주던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가 마지막 운행을 마쳤

다. 오랫동안 청춘들과 그 추억을 실어 나르던 열차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경춘

선 단선 철도. 그렇게 선로는 철거되었지만 그 기억과 역사는 고스란히 길 위에 남았다. 그

리고 2017년 1월 31일, 김유정역과 강촌역을 지나며 보았던 북한강 모습을 8km 레일바이

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추억은 새로운 인연과 함께 오늘 하루만큼 또다

시 쌓여 간다. 

김유정역은 기차만큼 빠르지 않아도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김유정역 바로 

옆 김유정문학관을 시작으로 하는 ‘실레이야기길’이 바로 그것이다. 춘천에는 각기 다른 테

마를 가진 봄내길 7개 코스가 있다. 그 중 제 1코스인 ‘실레이야기길’은 소설 속 이야기를 따

라 걷는 문학기행이다. 실레마을을 중심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 금병산을 오르면 김유정 

작품에서 이름을 딴 ‘봄봄길’과 ‘산골나그네길’, ‘금따는 콩밭 길’, ‘동백꽃길’이 이어지며 춘

천 시내의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신남 역장은 오늘도 건재합니다. 

“저는 신남역에서 경춘선의 열차를 가장 먼저 기다리고 맞이하는 역장으로 이곳을 거쳐 간 

우리의 많은 시간과 표정을 기억합니다.” 2012년 철도기능이 새 역사로 이전되면서 옛 김유

정역에는 더 이상 열차가 도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옛 김유정역을 찾는 사람들이 있

기에  나신남 역장은 오늘도 희망의 나무에 물을 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옛 김

유정역은 북카페와 포토존, 생태공원 등 기차테마공원이 되어 희망과 추억의 아이콘으로 새

롭게 태어났다.

강촌레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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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
역하늘과 맞닿은 황금벌판 김제역

일제 강점기 미곡 집산지로 출발 

김제는 삼한시대에는 벽비리국, 백제시대에는 벽골군이라 불리던 고장이다. 통일신라시

대 고을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황금의 벌판, 김제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 최초로 벽골제 저수지가 만들어져 벼농사의 부흥을 이루어낸 벼의 고을, 김제. 일제 

강점기 미곡의 집산지로 1912년 개설 당시 역사 역시 삼면에 회랑을 갖춘 대규모 역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 1월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현재의 역사는 1985년에 준

공된 것으로 878㎡ 넓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최근 리

모델링으로 단장하였다. 2015년 이후 KTX가 정차하지 않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9년 KTX가 다시 정차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철도 중심시대의 막을 열었다.

1912.01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64.12  옛 역사 신축 준공

1985.11  현 역사 신축 준공

연혁                                                        

고대의 발달된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벽골제 

<삼국사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27년 (AD330년) 처

음 축조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고도로 발달한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사적 제111호이다. 

벽골제에 얽힌 단야낭자의 전설을 바탕으로 매년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벽골제 쌍룡놀

이가 전승되고 있다. 현재 부량면 신용리에서 월승리에 걸쳐 약 2.5km에 이르는 제방이 현

존하고 있으며 농경문화박물관, 전통 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김제 농경문화를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 

김제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넓은 들

녘..(중략) 호남평야 안에서도 김제 만경 벌은 특히 막히는 것이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

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 이었다’ 라고 묘사되었던 배경이다. 이에 인

근 죽산면 내촌, 외리마을 일대에 아리랑 문학마을을 조성, 수난 속에서도 일어선 투쟁의 

역사와 함께 안중근 의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민족의 의기를 전 세계에 알렸던 하얼빈역을 

재현하였다.

아리랑문학마을 안중근의사와 하얼빈역(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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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역金이 나는 샘 김천역 대한민국 철도역사의 산 증인

경부선과 경북선의 만나는 역

김천역은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경부선 개통과 함께했던 주요 역

사로 1924년에 발표되었던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도 김천역 전경이 등장한다. 또한 

김천역은 1937년 김천-안동 구간에 부설되었던 경북선의 기점이기도 하며 지금은 사라진 

진삼선의 기공식이 열렸던 곳이다. 

KTX김천구미역이 생기기 전까지 KTX도 김천역에 정차하였으며 오랜 시간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발전과 그 맥을 함께해왔다. 역사는 1958년 신축 준공 이후 증개축을 통해 꾸준히 

성장, 현재 1,563㎡ 규모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이다. 2020년 원도시 재생 활성화

를 위해 역사 외벽과 광장이 새롭게 꾸며지기도 하였다.  

1905.01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8.12  역사 신축 준공

1984.12  역사 2층 증축

연혁                                                        

1905년 경부선 개통 직후 김천역 1975년 김천역 앞 안보궐기대회 일제강점기 김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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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이 나는 샘  김천역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 삼산이수의 고장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극찬한 물 맛

예로부터 김천은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 바로  

황악산, 금오산, 대덕산과 감천, 직지천을 일컫는 말이다. 김천이라는 지명도 좋은 물에서 

유래하였는데, 과하천이 그것이다. 김천 과하천은 1718년 간행된 <금릉지>에 따르면 옛날

부터 금이 나는 샘이 있어 금지천, 즉 김천이라 불렀으며 이 샘의 물로 술을 빚으면 맛과 향

이 좋아 주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이곳을 지나던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물

맛을 보고 중국 금릉의 유명한 약수, 과하천과 그 맛이 같다 하여 과하천이라 부르게 되었

다고 한다. 김천의 관문 김천역 역시 이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결을 모티브로 광장

을 조성, 원형 분수대와 물이 어우러진 수려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충지 역할
김천초교와 남산공원에는 찰방선정비 

과거 신라는 김천에 주를 설치하여 금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을 만큼 오래전부

터 교통의 요지로 역할하였다. 때문에 김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부터 역이 설치

되었다. 1738년 편찬된 김천역지에 따르면 현재의 김천역 인근 김천초등학교 일대에 위치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현재에도 김천초등학교 교정과 남산공원에 찰방선정비들이 남

아있으며, 역이 있던 남산공원 일대를 일컬어 찰방골이라 부른다. 

100년대 말 강경,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
경부선 철도와 더불어 더욱 성장한 김천시장

교통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발달을 가져왔다.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던 김천시장

은 1800년대 말 강경,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손꼽혔으며,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면서 더욱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당시의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등 3개국 사람들

로 시장위원이 구성되었을 만큼 그 규모가 컸으며, 1925년 기록에 의하면 이용객이 5,000

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오늘날 김천시에는 과거 김천장의 뒤를 잇고 있는 감호시장, 황금

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 중앙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천장 우시장 풍경일제강점기 김천장

김천 남산공원 김천초등학교 전경 김천 남산공원

감천 발원지 황악산 정상

김천 직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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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관문의 화려한 부활 김천(구미)역

오랜 염원의 결실, 김천(구미)역

김천은 오랫동안 KTX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김천, 구미 지역 

산업단지와 김천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김천(구미)역 신설이 확정되며 주민들

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천(구미)역은 김천시와 구미시 사이의 옥산리에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은 감천과 율곡천이 흐르는 

김천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는데, 세련된 은회색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특히 여객, 역무, 지원시설을 분리 배치하여 

독립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10.11. 경북고속선 2단계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2016.12. 수서고속선 운행개시

연혁                                                        

김천역과 김천(구미)역. 그 작명의 어려움

김천(구미)역은 역명에서 알 수 있듯이 김천과 구미에 인접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미

와는 약 20km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에 비해 구미시로 들어가기 위한 이용객 수요

가 상당하다. 때문에 역의 신설을 결정할 때부터 역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천

시의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미시의 이름이 역명에 부기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구미시의 경우 역사 건설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주 이용객이 구미 지역민인 

점 때문에 함께 병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무려 7년여 동안이나 이

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며 김천역과 김천(구미)역으로 역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 김

천과 구미의 이름 뜻을 따서 황금거북역이라고 짓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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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관문의 화려한 부활 김천(구미)역

‘달빛은 김천 직지사'

“산이 산을 껴안고, 절이 절을 껴안고, 빈들판의 살냄새, 사람이 껴안고, 달빛은 김천 직지

사” 역 앞에 놓인 박해수 시인의 시처럼 산과 들, 절과 사람이 어우러진 직지사역. 실제 신

라에 불교가 공인되기도 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직지사에서 유래된 이름의 역사이다. 

1925년 9월 세송신호장으로 영업을 시작, 이후 직지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사람

들을 맞이해오던 역은 비록 2007년 여객 취급을 중단하였지만 과거에는 수천 명의 관광

객이 찾아오던 경북 도내 최고 관광지 직지사의 주요 관문이었다. 2010년 김천(구미)역이 

이 직지사역의 관리를 맡으면서 직지사역은 음반, 공연, 열차카페 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시골 간이역의 고즈넉한 풍광과 추억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역사는 

관광지의 주요 관문을 넘어서 가볼 만한 곳, 관광지 그 자체가 된 것이다.

KTX 중간역, 역과 역 사이 거리는?  

우리나라의 역 사이 평균 거리는 어떻게 될까? 1990년 경부고속철도의 기본 계획이 마련

되고 이후 김천구미역, 오송역 등 중간역사들이 신설되면서 역과 역 사이의 거리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역 사이 평균 거리는 고속철도 46km, 

일반철도 6.7km, 광역철도 2.1km로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59%~84%의 수준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통수단과

의 속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은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철도건설의 역 위치와 노선별 적정 역 간 거리를 제시하며 경제

적이고 쾌적한 철도건설을 위한 심도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의 재도약, 김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작

지만 강한 미래형 거점 도시이다. 2005년 김천시를 포함한 경상북도의 혁신도시 선정 입지

가 발표되며 2007년 9월 20일 김천혁신도시의 기공식과 함께 그 시작을 알렸다. 특히 그린

에너지와 첨단 교통, 정보기술의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며 새로운 첨단교통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김천에 이러한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이유는 오래전부터 김천이 역

(驛)이 들어와 있던 영남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김천역은 대구

의 범어역 등 여러 속역을 거느린 큰 규모의 역으로 무려 1,23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역참이

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인문 지리학의 보고인 <택리지>를 저술했던 이중환이 찰방으로 

근무했던 곳도 바로 이 김천역이었다. 이처럼 전국 교통의 요충지였던 김천이 경부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통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도약을 시작한 것이다.  

직지사 경내

직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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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로 이어지는 철길허브 김포공항역

서울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환승

김포공항은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의 환승역이다. 1996년 3월 

20일 개업하여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철도 1단계 구

간 개통, 2009년 7월 9호선이 확장 개통에 이어 2010년 

12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서울역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

되었으며 2019년 9월 김포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는 김포공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 환승 이용객이 주로 오가는 교통시설인 

동시에, 문화생활과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김포공항역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5호
선

5호선

공항
선

9호
선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마곡나루
근린공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1996. 03  서울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2009. 07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2007. 03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19. 09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혁                                                        

일제 카미카제(神風)특공대 훈련장으로 출발
유엔군사령부 군용비행장에서 국제공항으로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항이다. 1939년, 경기도 김포 일

대에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하여 카미카제(神風)특공대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것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군용비행장으로 역할하였으며 1958년 여의도

비행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면서 대통령령으로 국제공항으로 지정, 1971년 여의도비행장

을 폐쇄하고 김포공항에 합류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공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1년 

4월에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국제선의 역할이 대부분 옮겨

졌다. 2009년 기준 국제선 노선은 모두 4개로, 취항지는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 

상하이 등이며 국내선의 노선은 모두 9개로, 부산·광주·제주·여수·진주·무안·양양·울산·포

항 등지이다. 

김포공항 공사현장1970년 김포공항 전경

김포공항역과 연결 된 쇼핑몰



전통에서 첨단으로 나원역

칠전팔기 끈기의 스타 나전역

기억과 성장의 나이테 나주역

일곱 글자 긴 역명 남동인더스파크역 

벽화마을 옆 남성현역

온·고·지·신 남원역

옹기의 고장 남창역

미래로 가는 춘천 남춘천역

현대사의 기억공간 남평역

새벽을 여는 기적소리 노량진역

군마가 자라는 목장 녹양역

딸기 마을의 역사 논산역

SINCE 1904 능곡역

작은 추억 박물관 능내역

아름다운 풍광 속 능주역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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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서 첨단으로 나원역

1935년 동해남부선의 간이역으로 출발

나원역은 1935년 12월 17일 동해남부선 부설과 동시에 배치간이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 

1972년 을종 승차권대내업소로 지정되며 1979년 10월 옛 역사를 준공하였다. 이듬해인 

1980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는데, 실제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금장삼각선이 부설되었을 

정도로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80여 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다. 옛 역사는 240.15

㎡ 규모에 85.25㎡ 부대건물을 갖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역사로, 

학교 강당을 연상하게 만드는 독특

한 모습이었다. 옛 역사는 오랫동안 

역사를 돌본 손길을 엿볼 수 있는 전

시물들로 잘 꾸며져 있었으며 어린

이들의 체험 학습을 목적으로 만든 

토끼 동산이 있어 한때는 100마리가 

넘는 토끼가 살았다고 한다. 

1935.12  동해남부선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9.10  역사 준공

1980.04  보통역으로 승격

1992.11  금장삼각선 신설

2008.01  여객 취급 중지

2021.      역사 신축 이전 예정

연혁                                                        

첨성대를 형상화한 첨단 역사로 재탄생

2008년 여객 정지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신축 이전하였

다. 새로운 나원역사는 지상 2층의 연면적 1,934.38㎡의 현대식 역사로,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했던 나원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경주를 대표하는 국보 31호 첨성대를 형상화한 디

자인으로 재탄생되었다. 

변할 줄 모르는 순백의 탑, 나원리 오층석탑

신라 역대 왕의 태(胎)를 안치하였다고 하는 안태봉(安胎峯) 기슭, 아늑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나원리 오층석탑. 이 탑과 관련된 창건 당시의 기록이 없어 사찰의 정확한 명칭이나 

유래를 알 수가 없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절을 창건할 때 절 앞에 큰 못이 있었고 주위

로 난초가 무성하여 절 이름을 난원사(蘭原寺)라 불렀으며, 그래서 마을 이름도 난원리(蘭

原里)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나원(羅原), 라원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하

였다고 한다. 1996년 문화재관리국의 해체복원공사 과정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리 장치에서 나온 지류편이 현존 최고의 

사경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긴 세월을 온갖 풍상에 시달리면서도 

순백의 숭고한 색깔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변할 줄 모르는 순백의 탑의 모

습이 경주의 팔괴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

며, 1962년 국보 제39호로 지정되었다. 

신축 중인 나원역

나원리 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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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전팔기 끈기의 스타 나전역 칠전팔기 스타의 꿈,  나전역

나전역은 시대의 명작이었던 1992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1995년 <모래시

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같이 출연한 정동진역이 모래시계역으로 인기를 누리

는 와중에도 나전역은 상대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스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전역은 2008년 서태지가 등장한 CF에 등장하며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드러

낸다. 문화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역사는 결국 2012년 국민 예능이라 

불리던 <1박2일>에 출연하며 그 스타성을 입증해내고야 만다. 한때 철거가 논의되던 나전

역은 옛 1969년의 옛 모습 그대로 때로는 드라마 촬영의 주요 명소로, 때로는 오가는 사람

들이 쉬었다 가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랑받으면서 못 다 이루었던 스타의 꿈을 다시 이루어

가고 있다. 

나전역에서 촬영된 영화와 TV프로그램들

옛 모습 간직한 드라마 촬영 명소 

나전역은 1969년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정선선 보통역으로 문을 열었다. 세월이 흐르고 

1989년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가 사라지면서 1993년에는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이 되

었다. 나전광업소가 있을 당시 북평면에만 7천여 명이 살았지만, 저무는 석탄산업과 함께 

인구도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때 철거가 논의되었던 나전역은 2015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옛 간이의자와 난로, 역무실과 시간표까지 그

대로 재현된 역사에 정선아리랑열차가 오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1969.07 역사 신축 준공

1969.10 정선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3.07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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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성장의 나이테 나주역

한때는 역장실이 귀빈실로

옛 나주역은 1913년 7월 1일 호남선 개통에 따라 나주시 죽림동에 처음 건축되었다. 나주

역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옛 나주역은 1913년 7월 1일 학교-나주 간의 종착역으

로 영업을 개시, 같은 해 나주-송정리 간의 중간역으로 영업을 확대하였으며 1925년에 이

르러 일제강점기 역사건축표준에 따라 역사를 새로 지었다고 한다. 당시 역사는 도로 정면

에서 삼각형 박공면이 보이도록 배치, 벽면은 회반죽으로 마감되었는데 군산역이나 목포

역보다 작은 중간크기의 역사였다.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일본식 기와지붕이었다고 기록

되어 있지만, 1925년 신축 시에 아연파형철판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측된다. 1963년에는 

구내시설 확장으로 역장실이 귀빈실을 겸하면서 지역의 특권 계층들은 대합실이 아닌 귀

빈실에서 개찰구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였다고도 한다. 항일운동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

의 의의 때문에 이설이 미뤄져 오다 2001년 7월 10일 호남선 복선화 부분 개통으로 영산

포역과 통합, 나주시청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2020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송정역 이남 2단계 구간의 첫 번째 거점역인 나주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

생하였다.

1913.07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25.10 역사 준공

1963.04 구내확장 및 호비나주공장 

 전용선부설

2001.07 현 역사로 이전 영업개시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2020.03 현 역사 증축 준공

연혁                                                        

옛 나주역나주역 맞이방

증축 전 나주역사

나주 배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선상역사

층층이 쌓여가는 나주의 역사(歷史), 성장해가는 도시의 나이테가 다시 역사(驛舍)가 되다. 

광주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나주역은 

기존역사를 활용하여 운행선 상부에 비정형 돔을 구축, 나주읍성과 나주의 배, 그리고 푸

른 영산강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특히 기존 역사와의 연계성을 위해 선상역사로 증축하면

서도 기존 시설과 독립된 구조시스템을 도입, 개축을 최소화하였다. 옛 역사는 현업시설로 

활용되며 지역의 상징을 닮은 상부의 여객시설이 옛 역사를 대신하여 직관적이고 편리한 

동선을 이루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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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성장의 나이테 나주역

전라도의 중심도시, 나주

나주역이 위치한 나주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남해지방의 거점으로 전

라도의 명칭에서부터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전라도는 전북 전주의 '전(全)'과 전남 나

주의 '나(羅)'를 합친 지명이다. 이처럼 나주지역 곳곳에서 오랜 나주의 역사문화유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녹지 및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함께 나주군에서 분리되며 

금성시로 승격하였으나 1986년 1월 1일 다시 금성시가 나주시로 개칭,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의해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하여 현재의 나주시가 되었다.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  나주역 역사공원

1929년 10월 30일,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 그 역사적인 현장

이 바로 나주역이다. 죽림동에 위치했던 옛 나주역(전라남도기념물 제183호)은 2007년 옛 

자료사진 등을 토대로 1929년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역사 내부를 빙 둘러 놓인 의자, 옛 승

차권과 영화포스터들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다. 이 구 나주역을 중심으로 

전남나주역역사공원이 조성되었으며,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실에서는 나주역 사

건 이전의 나주의 독립운동사와 이후의 항일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주역 학생운동이 일어난 지 90년 만인 2019년, 그 역사적 현장이었던 구 나주역 앞에 나

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세워졌다. 높이 7.9m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시각화한 나주학

생독립운동 기념탑은 오래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어선 학생 운동가들의 뜨거운 열의를 

기리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주 배

나주역사의 디자인 모티브이자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는 삼한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초의 재배기록으로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주목의 토공물(土貢物)로 나주배의 목록이 있다. 나주지역의 토양은 영산강 유역의 충적

토로서 양토, 사양토, 점질양토로 유기질이 많고 배수가 양호하며 대부분의 재배지가 경사

도 15˚이하의 완만한 구릉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나주배가 국

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에 나주배를 출품하

여 동상을 수상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67년 대만수출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

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과 동남아, 중동, 유럽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과일로 인정

받고 있다. 

나주역 역사공원

나주혁신도시 전경

1929년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여자 통학생을 희롱 

민족의 울분폭발했던 나주역 플랫폼

나주 금성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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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글자 긴 역명 남동인더스파크역 

남동염전 소금 나르던 남동역으로 출발 
긴 역명 때문에 남동산단역으로 불려 

남동인더스파크역은 1937년 8월, 남동역이란 이름의 옛 수인선의 보통역으로 처음 영업

을 시작하였다. 당시 남동염전의 소금을 운송하기 위한 화물 운송이 활발했지만, 염전 산

업이 쇠퇴하면서 1985년 무배치간이역 격하에 이어 역사가 철거되었고 1994년 수인선 영

업정지와 함께 폐역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2012년 옛 남동역 터에 다시 탄생한 남동인더

스파크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리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여객이 운영되고 있

으며 이와 더불어 화물수송을 위한 설비도 마련되어 있다. 7글자가 되는 긴 역명 때문에 공

식 약칭으로는 남동산단역으로도 불린다. 

1937.08 수인선(협궤) 남동역으로 

 영업개시

1994.09 수인선 영업중지와 함께 폐역

2012.06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남동인더스파크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폐염전 지역에 조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미래형 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는 1980년 7월 수도권 정비 및 공업재배치 촉진을 목적으로 인천시 남

동의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의 폐염전 지역에 조성되었다. 식품, 섬유, 목재, 석유화

학, 비금속뿐만 아니라 영상음향, 정보통신, 의료, 정밀 등 첨단 벤처기업이 함께하여 우리

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되면서 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남동국가산업

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다양한 문화시설, 남동구를 조망할 수 있는 남동타워가 자리

하고 있다.

남동타워

남동타워에서 내려다 본 남동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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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마을 옆 남성현역

신호소로 출발, 역사는 1930년에 지어져

남성현역은 1919년 8월 1일 경부선 신호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가, 1923년에 이르러 보통

역으로 승격하였다. 1930년에 역사를 신축 준공한 데 이어 1943년 역사를 이전하였는데, 

당시 지어졌던 옛 남성현역은 173.6㎡ 규모의 아담한 목조 기와 단층으로 시골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삼각 박공지붕을 가진 역사였다. 당시 역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300m 떨어

진 곳에 있었는데 현재 철길과 나란히 설치된 주차장 자리이다. 1984년 성현 자갈선이 철

거된 후 2003년 넓은 역사 광장과 함께 적벽돌 외벽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게 되었다. 남

성현역을 둘러싸고 있는 다도리마을은 지역을 상징하는 남성현역과 기차, 소, 그리고 감나

무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벽화로 가득 차 있는 마을이다. 2016년 청도군에서 주관한 반시

밸리벽화마을 조성사업의 작품이다.

1919.08  경부선 신호소로 개설

1923.05  보통역으로 승격

1930.12  역사 신축 준공

1943.06  역사 이전 영업개시

2003.08  현 역사 신축 준공

연혁                                                        

오랜 교통의 중심으로 고려 때 '성현역'(省峴驛) 설치

남성현역은 1905년 경부선 철도부설로 일대의 발전을 이끌었던 중심역사로 성장하기 전

부터 일대의 교통을 관장하던 중심이었다. 고려시대 '성현역'(省峴驛)이 설치되었던 곳이

기 때문이다. 당시 관리들의 역로는 부산, 밀양에서 유천역-성현역-시지-범어역(대구)을 

거쳐 경상감영(대구)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청도 6개, 밀양 5개, 

창녕 3개, 대구 1개 등 17개 역이 성현역도라는 이름으로 묶여 편제되면서, 일대를 관장하

는 성현역에 거대한 역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청도 감 와인이 익어가는 와인터널

남성현역 벽화에서 기차와 함께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 청도의 감. 청도의 감은 다른 

지역의 감과는 달리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놀랍게도 청도의 감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씨가 있는 일반 감이 만들어지고, 다른 감나무를 청도로 가지고 오면 씨가 생기지 

않는다. 바로 청도에는 수감나무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씨가 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반시를 먹을 수 있다. 이 유명한 청도의 감이 새롭게 변신한 것이 와인인데, 이 와인을 보관

하고 있는  청도 와인터널은 과거 1905년부터 1937년까지 경부선 기차가 청도와 경산 사

이 남성현 고갯길을 관통하던 성현터널이다. 험준하고 협소한 터널로 공사가 어려워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랐다고 전해진다. 공사 당시 철도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부설한 

선로와 스위치백 선로가 남아있으며 직육면체 화강암과 붉은 벽돌이 아치형으로 잘 보존

되어 그 분위기가 남다르다. 

청도 와인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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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지붕 한옥역사의 매력적인 첫 인상 

1931년 10월 1일, 처음 전주-남원 간 철도가 연결되고 뒤이어 1933년 10월 15일 남원-곡성 

간 철도가 연결되며 남원역도 동충동에서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을 거치면서 두 차례 역사를 신축 준공, 2004년에 이르러 임실-금지 간 전라선 복선화로 

신정동에 넓은 역사 광장과 주차시설을 갖춘 한옥 양식의 새로운 남원역이 태어났다. 특

히 청동으로 된 지붕 마감재가 인상적으로 여느 한옥 

역사와는 다른 강한 힘을 느끼게 한다. 역사가 외곽으

로 이전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 만에 이용객이 55.9%

가 증가하며 전라북도 주요 관광도시로 떠오르게 되

었다. 또한 2017년에는 남원역 맞이방에서 철도이용

객과 함께하는 예술여행 연주회를 개최, 국악과 오케

스트라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문화가 있는 

역사로 성장하였다.

옛 남원역을 지키는 두 개의 기념비

3·1운동 기념비 

옛 남원역 자리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서 있다. 그중 하나가 동아일보와 남원청년회의소가 

건립한 3·1운동 기념비이다. 일제강점기 현직 면장이었던 이석기의 선창에 따라 시작된 대

한독립만세 외침은 남원읍 장날까지 번지며 남원 읍내 전역을 태극기로 가득 메웠다. 때문

에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장례비를 

모아 순절한 이들의 높은 뜻을 기렸다. 남원의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되었다. 

만인의총유지비

1592년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치러가는 길을 빌린다는 명

목으로 조선에 침입한다. 임진왜란이었다. 그러나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의병들이 무능한 

관군 대신 적군을 격파하였으며 진주목사 김시민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로 불리했던 전국

을 전환시키며 휴전에 들어선다. 그러나 다시 발생한 정유재란은 임진왜란보다  더 큰 상

처를 남긴다. 1597년 발발한 남원성 전투. 정유재란의 최대 격전지였던 남원성에서 무려 5

만 6천여 명의 왜군과 싸우다 순절했던 1만여 명의 민관군. 그분들의 유해를 모셨던 곳이 

바로 남원성 북문 터, 옛 남원역 자리에 있었던 만인의총이었다. 옛 의인들을 모셨던 자리

에 남원역이 들어서면서 만인의총이 교룡산 부근으로 이전되고 만인의총유지비만 남게 

되었다. 때문에 만인의총자리에 역사가 들어선 이유가 바로 일본이 임진왜란 패전에 대한 

치욕을 씻고 당시 순국한 의사들의 유해를 짓밟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남원시는 남원역사 이전과 더불어 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옛 남원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33.10 전라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07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6.07 역사 신축 준공

1986.12 역사 신축 준공

2004.08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옛 남원역 자리에 있었던 만인의총 삼일운동기념비 만인의총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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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원역에 꽃이 피어나다

1986년에 지어진 동충동 옛 남원역사는 오늘날의 역사와 닮은 듯 다른 모습으로, RC조 단층 

기와지붕의 모습이다. 역사는 신리역에서 구례구역까지의 18개 역사를 관장하던 곳으로 과

거 철도역이 없었던 순창, 장수, 함양, 거창 등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다. 이렇게 옛 남원역은 

수많은 지역 주민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기억과 눈물도 함께 해왔다. 1971년 남원

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국민학생들을 태운 열차가 유조열차와 추돌했던 안타까운 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원 지역민과 철도인들에게 아프지만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옛 남원역은 더 이상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폐역이 되었지만 플

랫폼과 레일, 역명판, 남원역 급수탑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향기원과 함께 기

찻길 사이사이 꽃들이 피어나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있는 지역 주민의 공원으로 자리 잡

았다. 그리고 2019년 옛 남원역과 남원읍성 등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중앙공원(근린공원)의 

명칭을 만인공원으로 변경하며 역사(驛舍) 일대를 역사(歷史) 교육의 장으로 꾸며나가기 위

한 노력이 뒤를 이었다.

사랑의 고장, 춘향의 고향

남원 역사를 나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바로 춘향과 이 도령이다. 남원에 위치

한 광한루 건물(보물 제281호)은 1419년 조선시대 세종 때 황희가 처음 세운 것으로 정유

재란으로 소실된 것을 인조 4년에 다시 지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광한루가 춘향과 이도

령 그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다. 특히 춘향제는 전국의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1931년 광한루 뒤편에 춘향사당을 짓고 단오날(춘향과 이도령

이 처음 만난 날)에 제사를  지낸 것이 그 시작이다. 때문에 1970~80년대 춘향제가 열리는 

날이면 섬식 승강장이 하나뿐이었던 옛 남원역사에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만복사저포기)>의 사랑 이야기 역

시 남원의 만복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옛 남원역

남원 광한루

남원창극 춘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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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의 고장 남창역

문화재로 남은 유쾌한 바닷가 역사
신역은 지열과 태양광 이용하는 첨단 역사

남창역은 1935년 12월 동해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1978년 온산선이 개통되었다. 옛 

역사는 등록문화재 제 105호 이면서 2002년 역사보수를 거쳐 2020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남창역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소규모 역사이지만 표준 설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

험정신이 돋보이는 역사이다. 왼쪽 역무실에 급한 박공을 갖고 오른쪽 맞이방은 그냥 경사 

지붕인 반면 철로 쪽에는 역무실 돌출부에 두 개의 박공이 배치되어있다. 겹침박공이다. 

바닷가의 자유분방한 유쾌함을 닮은 모습이다. 2020년 동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함께 새

롭게 들어선 역사는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최첨단 냉난방·조명 시설과 이용객의 배려

가 돋보이는 역사로 설계되었다. 

1935.12  동해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79.04  온산선 개통(남창-온산 간)

2000.09  역사 개·보수

2004.09  등록문화재 제105호로 지정

2020.08 현 역사로 신축이전

연혁                                                        

전국 옹기의 절반을 생산하는 외고산 옹기마을

남창역은 옹기로 유명했다. 옛 역사 맞이방에 놓인 앙증맞은 옹기들이 그야말로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인근 외고산 옹기마을의 옹기들이다. 전국의 50%의 옹기를 생산

하는 지역으로 1957년부터 옹기마을이 형성되기 시작, 1970년에는 옹기를 만드는 사람만 

300여 명에 달했으며 철도를 타고 전국에 외고산 옹기, 남창옹기의 유명세를 떨쳤다고 

한다. 

남창역 앞 남창 옹기종기시장

역사를 나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남창시장의 정식명칭은 남창 옹기종기시장이다. 남창의 

명물 옹기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담은 이름으로 2010년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새롭게 탄생

한 이름이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쌀을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곡창지대였던 울

주의 세금을 보관하던 남쪽 창고라는 지명에서 그 넉넉한 인심을 짐작할 수 있다. 평화롭

고 유쾌한 오일장 풍경이지만, 1919년에는 울산의 3대 3.1운동이 열렸던 곳이다. 장터를 방

문한 손님과 장꾼들이 너나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조국의 광복을 기원한 역사적 현장

이기도 하다. 

 옛 남창역

남창 옹기종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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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가는 춘천 남춘천역

춘천역 대신 5년간 경춘선 시종착역 맡아 

남춘천역은 1939년 성산역이라는 이름의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1940년 4

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당시의 남춘천역은 벽돌로 쌓은 작은 시골 역사의 모

습이었는데 뒤이어 1971년 네모난 건물로 역 간판이 건물 높게 솟은 모습으로 신축되며 춘

천 관광의 중심으로  역할하기 시작했다. 실제 춘천역 경춘선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춘천역을 대신하여 5년간 경춘선의 시종착역을 맡기도 했다. 2010년 역사 이전과 함께 새

롭게 디자인된 남춘천역은 춘천을 상징하는 청색의 컬러강화유리와 속도감을 상징하는 

은색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지어졌다. 달리는 열차의 형상을 단순화해 춘천의 미래지향적

인 발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1939.07  경춘선 성산역으로 영업개시

1940.04  남춘천역으로 역명 변경

1971.10  역사 신축 준공

2005.09  화물 취급 중지

2010.12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역과 함께 사라진 다리 
역과 함께 세워진 다리 

남춘천역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가면서 남겨졌던 옛 남춘천역사. 제 소임을 다한 역사가 

춘천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철거되면서 기차 대신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들어섰다. 

과거 남춘천역에는 철도 선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선교가 있었다. 

1998년 준공된 160m의 다리로 도심에서 신시가지인 퇴계동과 동면 거두리 일대, 중앙 

및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연결해오던 주요 도로였다. 남춘천역 역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리. 역사와 함께 태어난 다리도 있다. 길이 46m의 아치 형태로 호반 순환고속도

로를 가로질러 역사 내 타는 곳과 역무 시설이 있는 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보도육교가 

바로 그것이다. 

남춘천역에 특별했던 2005년과 소양강 처녀상

2005년은 남춘천역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다. 춘천역이 경춘선 복선화공사로 영업을 정

지하면서 남춘천역이 경춘선 시종착역을 맡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

고 같은 해 세워진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

데, 바로 춘천시 근화동 소양강변에 세워진 

7m 높이의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강 노래비

이다. 1868년 소양강 조각배 위에서 탄생한 

노래 <소양강 처녀>는 해 질 무렵 소양강의 

아름다움을 노래에 담아내며 국민의 애창곡

이 되었다. 

1970년대 남춘역역 모습

소양강 스카이워크

옛 남춘천역

소양강 처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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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기억공간 남평역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아픈 歷史의 역사 

남평역은 1930년 경전선의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1948년에 보통역으로 승격

하였다. 1950년 2월 7일 여순사건으로 소실된 역사를 1956년 신축 준공하였다. 역무실 돌

출 부분의 지붕이 맞배지붕이 아닌 모임지붕인 점이 특징적으로 박공지붕과 기다란 차양 

등 전반적으로 역사의 원형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를 인정받

아 2006년 등록문화재 제299호로 지정되었

다. 100년 된 벚나무가 역사를 감싸고, 오가

는 길목에 장미 넝쿨이 우거져있는 아름다운 

역사. 동시에 한국전쟁과 1·4후퇴 당시 인민

군이 장악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

로 아픈 역사와 기억을 품고 있는 역사이다. 

1930.12  경전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48.05  보통역으로 승격

1950.10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6.07  역사 신축 준공

2006.12  남평역사 등록문화재 

 제299호로 지정

2014.06 여객취급 중지

연혁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와 남평역

남평은 나주시의 동부에 위치, ‘낮은들’ 또는 ‘쪽들’이란 의미를 뜻하는 지명으로 추측된다. 

물이 풍부한 넓은 들로, 중국 복건성 남평을 차용하여 붙여졌다는 설도 전해진다. 특히 남

평역은 그 이름과 분위기 때문에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곽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에서>의 모델역으로 알려져 있다. 흰 눈이 내리는 창밖, 톱밥 난로가 지펴진 대

합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 시 속의 사평역은 가상의 역사로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실제 시인이 모델로 삼은 역은 남평역이 아니라 남광주역과 남도의 회진포구라고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평역을 사평역의 모델로 생각했던 것은 힘들었던 근현대

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 공간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광주역은 1930년 광주-여수 간 광려선 개통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목조 

단층의 역사였지만 화순탄광에서 채굴된 석탄 하역장으로 역할하였다. 비

록 2000년 폐역이 되면서 역사는 사라졌지만 곽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

에서>에서처럼, 배고픈 보릿고개를 함께 넘었던 남광주역과 그 열차를 아

직 많은 사람이 추억하고 있다. 때문에 남광주 시장 입구에 김용휴 시인의 

<남광주역에 나는 가리> 시비가 건립되었으며 2020년에는 남광주역의 

추억과 애환을 되살리고 싶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옛 남광주역 철도

관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추억전시관이 설립되었다. 

‘남광주역에 나는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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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적소리 노량진역

대한민국 철도사의 새벽을 열다

“화륜거의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

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

르지 못하더라.” 1899년 9월 19일에 발행된 독립신문은 시속 20km로 노량진과 인천을 달

리던 경인선 열차를 보고 이와 같이 표현했다.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철도가 개통할 

당시 인천역에서 진행된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한 귀빈들을 태우기 위한 열차가 노량진역

(영등포 위치 임시역사)에 도착했다. 이렇듯 옛 노량진역은 한강철교가 완공되기 전 경인

선의 시종착역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1975년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휘호와 서정주 시인

의 시를 새긴 철도시발지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특히 이 철도시발지 기념비와 관련 경

인선 철도 시발역에 대한 이견이 이어져왔는데 최근 코레일에서 발행한 철도주요연표에 

따르면 개통식 장소를 노량진역에서 인천역으로 정정하였다. 오늘날 역사는 1971년에 건

축된 것으로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이 운행을 시작, 2005년 여객열차 운행중단으

로 광역전철역으로 역할하고 있다. 

1899.09 경인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00.07 현재 위치로 이전

1971.05 역사 신축 준공

1974.08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1975.09 철도시발지 기념비 건립

연혁                                                        

철도시발지 기념비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한 한강 최초의 다리, 
한강철교

1899년 개통 당시 경인철도는 노량진역에서 인천까지 약 1시간 40분을 걸려 매일 왕복 2

회 운영했다고 한다. 쌀 한가마니가 4원 하던 시절, 외국인 전용인 상등석이 1원 50전이었

으니 당시 열차는 무척이나 비싼 교통수단이었다. 그리고 1900년 한강철교가 완공되면서 

노량진역과 서대문역이 연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철강 1,200t, 벽돌 120만 장, 석재 5만 개가 투입된 근대식 토목공사에 의한 최초의 대형 

교량이자 한강 최초의 다리인 한강철교는 1896년 경인철도부설권을 취득한 J.R Morse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총 4년여 만에 준공되었다. 당초 J.R Morse는 한강철교 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보도를 함께 만들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경인철도부설권을 넘겨받은 

일본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보도 없이 철교가 완공되어 1917년에 인도교가 새롭게 

건설되기도 하였다. 한강철교는 한국철도교통과 근대화의 중요한 상징이지만, 동시에 한

국전쟁 당시 피란길에 올랐던 수많은 피란민이 우리 정부에 의해 희생당했던 비극의 상징

이기도 하다.

작은 철도박물관과 우리나라 기차 1호

2018년, 대한민국 철도사의 시작을 함께한 노량진역에 경인선 최초 설계도와 조선철도여

행지도, 증기기관차, 열차 미니모형 등을 볼 수 있는 작은 철도박물관이 꾸며졌다. 그렇다

면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역을 출발했던 열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천지가 진

동할 만큼 큰 기적소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기차의 이름은 ‘모갈 1호’였다. 모

갈(Mogul)이란 거물, 또는 거인을 뜻하는 이름이었지만 낯선 발음 탓에 사람들은 불을 때

서 가는 기차라 하여 화차, 또는 화륜거라 불렀다. 그리고 이후 융희호. 해방을 기념하는 해

방자호를 거쳐 통일

호와 무궁화호, 재

건호, 새마을호가 

등장, 그리고 드디

어 2004년 꿈의 시

속 300km를 달리

는 KTX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강철교

작은 철도박물관인 노량진역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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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적소리  노량진역 

싱싱한 수산물이 많아 백로가 즐거운 나루터 

노량진이란 백로가 노닐던 나루터라는 뜻으로 예부터 수양버들이 울창한 노들나루라 불렸

다. 오늘날 물 내음 나던 뱃길의 흔적은 노량진 나루터 표지석(노량진 배수지 시민공원 위치)

으로만 남았지만, 대신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 위치하여 백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27년 경성수산(주)으

로 서울역 근처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수

산물을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송하는데 

철도교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차 서울역 인근 인구가 늘어나

면서 시장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

성이 높아져, 1971년 한국냉장(주)가 지금

의 위치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되었는

데, 바로 노량진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량진역 구내에서 본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컵밥거리

노량진역 앞 학원가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나루터 표지석

아픈 청춘이 머물다 가는 곳

1978년 정부는 서울 도심지에 있던 261개의 학원을 부도심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당시 가장 유명했던 대성학원이 노량진으로 이사하면서 노량진역과 노량진

거리는 1980~90년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IMF사태

로 대학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원, 자격증 학원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20, 30대 

취준생, 공시생들이 모여들었고 노량진역은 어느 순간 아픈 청춘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

리 잡았다. 때문에 노량진거리는 돈 없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컵밥, 떡볶이, 한끼버거 등 거리 노점상이 발달하며 이 시대 청춘들의 치열한 삶의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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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가 자라는 목장 녹양역

서울-의정부-동두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성장 축

녹양역은 가능역과 양주역 사이에 자리한 경원선 기차역으로 2006년 12월 15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6년 의정부-소요산 간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역

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1999년 의정부시의 요청으로 역사 건립을 시작하였다. 역사 

건립 과정에서 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사 재개 후 주민편의를 

위한 철야 작업 끝에 다른 역들과 함께 문을 열게 되었다. 서울-의정부-동두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성장 축으로,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12   경원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연장

 (가능-소요산)

연혁                                                        

녹양벌이라는 군마 사육 목장에서 유래
인근 천보산에 고려 3대 사찰 회암사지 

녹양리 지명은 조선시대에 이곳에 녹양벌(綠楊坪)이라는 군마(軍馬) 사육 목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녹양벌목장(綠楊坪牧場)은 동서가 5리요, 

남북 12리이다.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함께 놓아먹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평구도찰방(平丘道察訪)에 딸린 녹양역이 있었다. 

녹양이란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란 뜻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녹양리 · 유현

리(柳峴里) · 비우리(碑隅里)와 입석리(立石里)의 일부를 합쳐서 녹양리로 통합되었다. 

녹양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등산로 입구가 있는 천보산은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포

천의 접경구역을 잇는 산으로 소나무 군락이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 천보산에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특히 고려 때 3대 사찰이었던 회암사지(사적 128)가 유명하다. 

회암사

천보산 회암사지 천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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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마을의 역사 논산역

호남선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역

논산역은 1911년 11월 15일 영업을 개시, 호남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설된 역으로, 1988년 

현재의 역사 준공에 이어 2004년 KTX가 정차하고 있는 충남지역 교통의 요충지이다. 역 

주차장에 설치된 <논산역에서>라는 시가 보여주듯 역을 오가는 수많은 육군 장병들과 그

의 가족들에게 논산역은 잊기 어려운 눈물의 장소이다. 군인의 도시의 군인의 역사. 동시

에 논산역은 국내 딸기의 18% 이상을 생산하는 딸기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딸기는 특

히 보관과 운송이 까다로운 작물인데, 호남선 철도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논산역의 공

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논산역은 논산의 중심에 위치, 연계 교통이 편리하여 개태사, 관촉

사, 쌍계사, 탑정호 등 다양한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한 관광의 역사이기도 하다. 

1911.11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07  한국전쟁으로 역사소실

1956.07  옛 역사 신축 준공

1988.12  현 역사 준공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연혁                                                        

입영열차에 울려 퍼진 ‘비 내리는 호남선’

1956년 서울발 논산역행 입영 열차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속도 하더란다.” 작곡가 박춘석, 작사가 손로원의 <비내리

는 호남선>이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1956년 역대 가장 많은 

무효표가 있었던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다. 제3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가운데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투표 열흘 전 강경-논산 간 

열차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

다. 이에 신익희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시신이 도착하던 서울역에 몰려나왔을 뿐만 아

니라, 논산행 입영 열차에 몸을 실은 청년들이 <비내리는 호남선>을 부르며 그에 대한 애

도를 표하면서 결국 작곡가와 작사가가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제 2의 고향

1930년, 논산역에 조선의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불안한 눈빛을 한 청년들. 어딘지도 모르

는 곳으로 징용에 끌려가던 조선의 새파란 젊은이들이었다. 기름진 논산평야와 함께 공주

와 경계가 닿은 교통의 요충지였던 논산이 수탈을 당했던 것은 곡물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논산역에 모여드는 젊은 청년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다. 나라를 잃고 끌려가던 자

리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이다. 논산은 군인의, 군인에 의한 도

시이다. 도시 곳곳에 전투기와 

탱크 모형이 즐비하고 자랑스러

운 대한민국의 아들을 보러온 

가족들이 가득하다. 1951년 창

설 이후 매년 13만여 명의 정예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 훈련소가 

있기 때문이다. 논산역에도 대한

민국의 국군 장병들을 위해 여

행장병라운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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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마을의 역사  논산역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의 혼이 서린 황산벌

논산은 예로부터 의기와 충렬의 도시였다. 백제 말 계백장군이 이끌었던 5천명의 결사대가 

신라의 5만 군사와 치열하게 싸웠던 황산벌의 고장이 바로 논산이다. 논산 지명의 유래를 추

측하는 다양한 이야기 중에 이 황산이 노랗다는 의미의 누르메라 불리다가 논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924년 은진, 연산, 노성, 석성의 네 개 고을을 병합하여 논산군으로 개편하

면서 논산역명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000인분 가마솥의 개태사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지은 사찰로 전성기 당시에는 그 승려만 1000

여 명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 개태사의 명물이 직경 3m, 높이 1m 높이의 거대한 가마솥이

다. <신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스님들의 장을 끓이던 솥이라고 한다. 고려 말 이 솥에 밥

을 지어 먹은 군사들이 용맹하게 싸워 왜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모

든 쇠붙이를 수탈해가면서 이 솥까지 부수려하자 천둥번개가 내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지

고 있다. 이러한 전설이 남아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 때문에 인근에는 개태사

의 이름을 딴 개태사역이 따로 있었다. 1944년 영업을 개시, 2008년 여객 취급이 중지될 

때까지 개태사 손님들을 맞이해온 개태사역(구 광석역)이 바로 그것이다.

백제군사박물관

계백장군묘

개태사 가마솥개태사역



243242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ㄴ

능
곡
역

SINCE 1904 능곡역

1904년 개통한 경의선과 교외선의 분기역
옛 역사는 ‘토당문화플랫폼 1904’로 재탄생 

능곡역은 1904년 4월 경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1963년 능곡부터 의정부를 연결하

는 서울 교외선 전 구간이 개통하며 경의선과 교외선의 분기역으로 역할하였다. 1978년에 

지어졌던 옛 능곡역은 부대건물을 갖춘 29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기와 단층 건물이었다. 

2004년 교외선의 영업은 중지되었으나 2009년 현재의 역사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09년 9월 수도권 전철의 운행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른다. 또한 옛 능곡역사에 대한 리

모델링을 통해 옛 모습을 복원하고 새로운 공간을 증축해 신구가 조화된 문화복합공간 ‘토

당문화플랫폼 1904’로 재탄생되었다. 

1904.04  경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78.08  역사 신축 준공

2009.06  현 역사로신축 이전

2009.07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왕릉 후보지 능골마을에서 유래된 역명
경의선 개통 후 ‘능곡’이 대표 지명으로

역명은 과거 역과 가장 가깝고 큰 마을이었던 능골마을에서 유래하였다. 능골마을은 능과 

같은 큰 무덤과 언덕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왕릉의 후보지로 삼아서 붙여진 이름

이라는 설이 있다. 왕릉의 후보지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능곡에는 능이 

없다. 다만, 능을 쓰려고 하였으나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능자리는 골이 100개여야 하는데 99개밖에 없어 결국 능으로 쓰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경의선 철도가 완성되고 능곡역이 들어서면서 ‘능곡’이 일대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본

격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토당문화플랫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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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추억 박물관 능내역

한때 강변 모래사장 찾는 인파로 문전성시

능내역은 1956년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1967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가 1993년과 2001년 간이역 격하와 신호장 변경을 거쳐 2008년 중앙선 복선화로 결국 

문을 닫았다. 지금은 비록 기차가 오지 않는 폐역이지만, 능내역은 1960년대만 해도 나들

이객들로 늘 북적거리던 장소였다. 남한강 가장자리, 마치 해변처럼 펼쳐진 모래사장 때문

에 돗자리를 들고 내리던 나들이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 그러나 1973년 남한강 하류

에 팔당댐이 생기면서 옛 모래밭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보통역 승격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과 함께 지어진 역사엔 더 이상 기차도, 승객도 찾아오

지 않았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발이자 사랑방이 되어준 역을 잊지 않았던 능내1리 주민들

은 조그마한 대합실에 추억을 전시했고, 역사는 작은 추억 박물관이 되었다. 그리고 2012

년 폐기찻길이 자전거길로 변신하면서 능내역은 다시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1956.05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2007.06 열차 취급중지

2008.12  폐역

연혁                                                        

역사교육의 핫 플레이스
다산 정약용의 고향 

최근 복고열풍과 함께 2030 청춘들의 데이트 명소가 된 능내역. 나무로 된 빨간 우체통과 

낡은 의자는 젊은 청년들에겐 색다른 볼거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능내역은 데이트 장소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의 디딤돌로 역할하기도 했다. 바로 

인근에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유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능내리는 조선시대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친정아버지인 한

확의 묘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인수대비는 세자였던 남편을 잃고 사가로 쫓겨난 세자빈임

에도 불구 결국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한 인물로, ‘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가진 그녀의 아버지 한확의 묘 때문에 능내리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능내리

는 무엇보다 정약용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정약용은 1762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

마을에서 출생, 정치, 과학, 사회,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실학을 집대성한 위인

이다. 새롭게 꾸며진 실학박물관과 다산 문화관, 다산 전시관은 정약용의 일대기와 실학에 

대하여 전시되어 있으며 1986년 복원된 정약용의 생가에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이루어

진다.

다산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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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풍광 속 능주역

1949년 10월 여순사건으로 역사 소실 
영벽정과 경전선 어우러지는 풍광 ‘일품’

능주역은 1930년 12월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9년 10월 여순사건으

로 역사가 소실되어 1957년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역사는 20㎡ 규모의 부대건물을 갖

춘 116.76 ㎡ 규모의 부럭조 기와 단층 역사로 화물홈과 야적장을 갖추고 있어 자갈 화물을 

취급하였다. 면소재지의 역사로 사라진 만수역, 석정리역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역사 

주변의 풍경이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경전선 철도 바로 옆, 조선시대에 세워진 누각으

로 추정되는 영벽정에서는 철길과 연주산, 그리고 지석천이 한데 어우러져 오래전부터 많

은 시인묵객들이 오갔으며 경전선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자 능주팔경의 하나로 사랑받

고 있다. 

1930.12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9.10  여순사건으로 역사 소실

1957.01  역사 신축 준공

연혁                                                        

오랜 전통을 지닌 화순의 중심지
조광조가 유배 와서 죽음을 맞은 곳

능주역 일대는 과거 통일신라 시기 능성군으로 불리던 곳으로 조선시대 인조가 즉위하면

서 목(牧)으로 승격되며 화순의 중심지로 역할하였다. 능주가 목으로 승격된 것은 바로 인

조의 모후, 인헌왕후의 관향이었기 때문이다.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은 광해군 즉위 이후 

4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아들 능양군이 임

금에 오르면서 원종으로 추존되었다. 이에 세조의 왕후였던 정희왕후의 예를 따라 능성현

(綾城縣)을 능주목(綾州牧)으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1519년 사림의 영

수로 불리는 조광조가 유배 왔다가 사사되었던 곳으로 사후 149년 만에 조광조적려유허

비가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벽정과 경전선 철길



그리고 또 다시 다시역

도담삼봉이 반기는 단양역

투명한 유리구슬 달미역

달을 닮은 마을 달월역

맑은 물 깊은 샘 당정역

교외선 대신 경의·중앙선 대곡역

산촌여행 출발점 대광리역

오 · 감 · 만 · 족 대구역

청춘 정거장 대성리역

너른 땅 비옥한 대지 대야역

대한민국 철도중심  대전역 

축제로 가는 돛단배  대천역 

늦둥이 간이역 덕계역

크고 깊은 못 덕소역

승승장구 덕정역

소중한 이야기 곳간 덕하역

깊은 산속 감춰진 아름다움  도경리역

광부들의 훈련소  도계역

치유와 힐링의  도고온천역

도자기 굽던 마을  도농역

마지막이자 첫 역  도라산역

서울의 금강산  도봉산역

투박하지만 정겨운  도심역

경인철도 기공식 터 도원역

쑥골 다리 아래  도화역

벚꽃 길 옆  독산역

청·출·어·람  동대구역

자유의 두드림  동두천역

응답하라 1988  동두천중앙역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동래역

솔안터널 입구  동백산역

비철금속의 보고(寶庫)  동암역

우여곡절의 역사  동인천역

고속도로와 만나는 동천역

그림 같은 옛 집  동촌역

새로운 교통문화의 시작  동탄역

동 트는 희망역  동해역

석탄광산 갱목 보급역  동화역

대학생들의 정거장  두정역

나뭇잎 그늘아래  둔내역

추억마을의 문화콘텐츠  득량역

K-컬처의 요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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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시 다시역

이름 때문에 더욱 사랑 받는 
고즈넉한 정취의 간이역

다시역은 1930년 호남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1955년 역사신축에 이어 보통

역으로 승격하였다. 과거 역사는 T자형 맞배지붕의 조적조 건물이었지만 현재의 역사는 

호남선 복선화로 인해 2001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새로운 역사와 함께 동시에 간이역

으로 변경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지키는 사람 없는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라

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애틋한 감상과 그 재미 때문일까? 특별할 것 없는 시골의 소박한 

역사이지만 종종 지역 주민들의 창작 활동의 소재로 역할하기도 하며, 고즈넉한 정취 가득

한 간이역으로 소개되고 있다. 

1930.03  호남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55.09  보통역으로 승격

1958.10  역사 신축 준공

1993.01  화물 취급 중지

2001.01  역사 신축이전

연혁                                                        

영산강 벼농사가 시작된 고장
고려 말 삼봉 정도전의 유배지

기원전 1050년경의 벼 화분이 검출되면서 영산강 벼농사 시작을 보여주는 고장, 다시면.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260여 기가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아온 유서 깊

은 고장이다. 조선시대 죽포, 수다, 시랑면으로 나뉘었던 지역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에 따라 죽포면, 수다면, 시랑면을 병합하여 다시면이 되었고, 역사 역시 지명을 따라 다시

역이 되었다. 쌀의 고장답게 역사 역시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인근에 눈에 띄는 것이 바

로 삼봉 정도전 유배지이다. 고려시대 말 우왕 즉위 원년에 권문세족과의 갈등으로 유배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조선의 기틀이 움트게 되었다. 특히 이곳 생활을 통해 땅을 벗 삼아 건

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다시면 백동마을에 

유배지 표석이 남아있다. 

정도전 유배지백룡산

정도전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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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삼봉이 반기는 단양역

옛 역사는 충주댐 공사로 수몰
도담삼봉 닮은 모습으로 관광객 맞아

단양역은 1942년 4월 충북단양역이라는 이름의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48년 단양역으로 역명을 개칭하였다. 1956년 지어졌던 역사가 1985년 충주댐 공사로 

인해 수몰되면서 1985년 현재의 위치에 역사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구단양역과 단양

역으로 분리되었다. 옛 단양역은 1993년 단성역으로 이름을 바꾸어 단성면에 위치하고 있

다가 현재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단양역은 단양읍 중도리에 위치하고 있으

며, 중앙선(경경선) 개통기념비 또한 단성역에서 단양역으로 옮겨왔다. 1985년 지어졌던 

옛 역사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지어진 단양 역사는 지역 명소인 도담삼봉을 형상화한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1942.04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5.08  역명변경 (충북단양→단양)

1956.12  역사 신축 준공

1985.11  현 위치로 역사 이전

2008.11  화물 취급 중지

2020.12   현 역사 신축 준공

연혁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
삼봉 정도전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

역명은 동명의 지명에서 본떠 탄생하였다. 단양 지명은 '연단조양(鍊丹調陽)'에서 유래되

었다고 전해지는데, ‘연단'은 신선이 먹는 환약을 뜻하고, '조양'은 빛을 골고루 따뜻하게 비

춘다는 의미로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고려사지리지>에 ’단산

현은 본래 고구려의 적산현으로 충숙왕 5년(1318)에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로 승격시켰

다.‘는 기록에서 단양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도담삼봉은 단양팔경의 제 1경이자 조선 개국

의 공신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는 곳으로, 실제 정도전의 호 ’삼봉‘도 이 도

담삼봉에서 따온 것이다. 남한강 맑은 강물 가운데 우뚝 선 기암괴석의 봉우리들이 이루는 

풍경이 아름답고 독특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도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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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유리구슬 달미역 자연채광 돋보이는 돔형 입구 독창적
서울 6호선 지하철 녹사평역 닮은꼴

달미역은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

였다. 처음 계획 당시에는 석수골역으로 불리었으나 2018년 국

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달미역으로 결정되

었다. 지상 및 지하 2층 규모이지만 언덕에 위치하여 심도가 매

우 깊게 설계되었으며 자연채광을 반영한 둥근 돔형 출입구가 

인상적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닮은꼴로도 불린다. 

인근에 주거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는 ‘선녀마을’
시흥시와 안산시가 만나는 사통팔달 위치

달미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연결되는 사통팔달한 곳에 위치한 마을로 ‘달뫼(達山)’라 하였

다가 음이 변하여 달미가 되었다. 또한 현재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은 예로부터 선녀가 

하강한 마을이라 해서 ‘선녀마을’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속지명으로 ‘달미(達美)’라고도 불

려 왔다. 선녀들이 목욕한 석수골 우물물에 목욕하면 미인이 된다는 설에서 유래된 이름이

다. 석수골 역시 선부동 자연마을 이름으로 조선시대 좌명공신 김정경(金定卿)의 손자 김

맹전(金孟銓)의 묘를 쓰면서, 그 빗돌을 배편으로 옮겨와 직접 석수장이들이 돌을 깎아 세

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미역
달미작은
도서관

정지
제2공원

달미공원

정지
제1공원

와동체육공원

선부동성당

안산시
화정묘지

자라골

영각사 진덕사

2018.06  서해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연혁                                                        

달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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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닮은 마을 달월역

소금운송을 목적으로 들어선 역
승강장만 있는 간이역으로 출발

달월역은 수인선이 개통된 후, 새로운 역사 개통 요청에 의해 1965년 5월 1일 무배치간이

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당시의 역사는 이호정 마을 부근에 승강장만 있는 간이역이었

다. 비록 역사는 없었지만, 인천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열차 지붕에 몸을 싣

고 가는 일이 많았던 옛 달월역. 당시 이 수인선 열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달월마을 사람이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달월역과 수인선의 인연과 정이 깊었다. 그리고 1994년 폐역

으로 사라졌던 달월역은 2014년 새로운 수인선과 함께 수도권 전철역으로 돌아왔다. 주민

들과의 오래전 인연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역사는 더 빨라진 수인선 철로 아래 초승달과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965.05  수인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94.09  폐역

2014.12  수인선 개통으로 영업 재개

연혁                                                        

염전에서 농경지로 탈바꿈
낚시터로 사랑받는 뒷방울저수지

달처럼 생긴 곶이 있는 마을, 과거 달월지역은 염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가옥 

2채에 우물이 있어 이호정이라 불린 동네에 역이 들어섰다. 염전의 소금을 수탈하기 위해 

들어섰던 수인선 철도와 달월역. 본향산을 중심으로 산골짜기마다 집과 마을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염전이 자식을 키워내고 마을을 일군 셈이다. 시간이 흘러 염전은 

사라지고 농경지로 바뀌었었는데, 이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1984년에 준

공된 뒷방울저수지이다. 오늘날 달월마을에는 염전도, 농경지도 아닌 대한민국의 산업화

를 묵묵히 뒷받침해온 공업 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뒷방울저수지는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낚시터로 사랑받고 있다.

뒷방울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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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깊은 샘 당정역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의 신생역 
긴 역간거리로 인한 불편 해소

당정역은 2010년 1월 21일 경부선의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8년 5월 

착공된 지 1년 9개월 만에 완공된 역사이다. 과거 군포역과 의왕역의 긴 역간거리로 불편

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포시의 위탁을 받아 건설된 역으로, 군포역 남쪽

의 1.2km 지점에 지상 2층, 연면적 2,300㎡ 규모로 설립되었다.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더불어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당

정역이 생기면서 군포역의 부역명이었던 ‘한세대앞’이 사라지고 당정역으로 옮겨오게 되

었다. 역 바로 앞에 당정근린공원이 있다. 

2010. 01   경부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당제에 쓰던 물 기르던 ‘당우물’
이슬방울로 빚은 군포 당정옥로주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신당 밑에 우물이 있어 당우물 또는 당정으로 부른 데서 유래하였

다. 조선시대에 지금의 큰말 철도 옆에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 있었는데, 부곡리 대골에서 

당제를 지낼 때 이 물을 떠다 사용했다 하여 당우물로 불렀다는 것이다. 물이 좋은 고장답

게 1990년대 군포시 당정동의 양조장에서 부활한 우리 전통주 ‘군포 당정옥로주’가 경기

도를 대표하는 전통술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옥로주는 증류식 소주

로 술을 증류할 때 증기가 액화되어 마치 옥구슬 같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옥

로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세대학교

역에서 내려다 본 당정근린공원

군포 당정옥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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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대신 경의·중앙선 대곡역

일산선 개통과 함께 간이역으로 출발
편리한 연계성의 환승 역사로 탈바꿈

대곡역은 1996년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일산선과 경의

선, 서울 교외선이 함께 하던 역사로 2008년 4월 서울 교외선이 영업을 중지하면서 철로

가 이설되고 교외선 승강장은 철거되었으나 2009년 7월 수도권 전철 경의선이 개통되면

서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지하철 3호선 등 편리한 교통 연계성을 지닌 환승 역사로 2018

년 고양시에서는 대곡역의 역명을 고양중앙역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의 역명인 대곡역은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大莊洞)과 내곡동(內谷洞)의 경계 지점에 있어 

역명 결정 과정에 논란이 일자, 두 동명에서 한 글자씩 조합하여 ‘대곡’으로 역명이 결정되

여 탄생하였다. 

1996.01  일산선 개통과 함께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2008.03 서울교외선 대곡승강장 철거

2009.07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고양시 대장동과 내곡동 사이의 역
대장천 생태복원으로 참개구리 돌아와

역명의 유래가 된 대장동과 내곡동. 대장동은 마을 뒤편의 산이 '큰 대(大)'자와 '장사 장

(壯)'자처럼 뻗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대재라고 부른다. 또한 내곡동은 능곡동 방향에서 

볼 때 염주산 기슭의 안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92년 고양

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대장동, 내곡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구제(區制) 실시로 덕양

구 관할이 되었다. 대곡역이 건립되고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변의 모습이 크

게 바뀌었다. 그 변화 중에 역사와 인접한 대장천이 있다.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

해 사라졌던 참개구리와 물고기가 돌아오고, 가마우지와 할미새가 찾아오며 과거 아름답

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대장천 생태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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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여행 출발점 대광리역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따뜻한 역사

대광리역은 1912년 10월 21일 경원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대광리역은 한때 연천 이북의 철도역 중에서 가장 번화한 역이었다. 대광리는 대

광산 아래 위치하여 대광골 또는 대광곡이라 불리던 곳으로 과거 강원도에 속해 있었지만 

1953년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인근의 다른 역과는 달리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때문인지 역사의 모습도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삼각지붕의 역사들

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5년 무인역이 되었지만 대신 벽면에 그려진 벽화와 낡은 의자, 닭

장처럼 손때 묻어나는 소품들이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 역사를 따뜻하게 데운다. 

1912.10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8.12  차내취급역 지정

연혁                                                        

산촌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고대산 리조트는 ‘캠핑 낙원’

38도선 이북에 있는 대광리역이 위치한 고대산 지역은 예로부터 울창한 산림으로 목재와 

숯을 만드는 부락이 형성되었다. 고대산(832m)은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경계

에 있는 산이다. ‘고대’란 ‘큰고래’라는 뜻인데 고래란 방고래를 말한다. 방고래는 온돌방의 

구들장 밑으로 불길과 연기를 내보내는 고랑을 일컫는 말이다. 즉 고대산의 골이 방고래

처럼 깊고 높아 고대산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고대산 등산길은 3가지 코스로 모두 천혜

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오솔길인 ‘고대산 숲길’도 조성되어 있

다. 고대산 자락에 위치한 ‘고대산 캠핑 리조트’는 28만8000여㎡ 공간에 조성된 ‘캠핑 낙

원’이다. 

고대산캠핑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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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빙 돌아들어선 철길

대구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초기 대구 

역사(驛舍)는 1913년에 이르러 준공되었는데, 서울역·대전역·부산역과 같은 르네상스 양

식의 건축물이었다. 목조 2층 건물로 지어진 대구역사는 당시 지방의 철도역으로는 부산

역과 신의주역 다음으로 그 규모가 컸다. 현재 대구역은 KTX는 정차하지 않으나, 대구 북

구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북구 지역이 대구 도심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내륙진출에 의한 결과였다. 대구를 지나는 경부선 철도는 

경상군 고모역에서 그대로 남문 밖으로 직행하지 않고 대구의 동쪽을 크게 돌아 북문 밖으

로 설치되었다. 남문에는 이미 조선인들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문 

지역에 대구역이 들어서면서 옛날 도청에 해당하는 경상감영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기존 

도시가 쇠퇴하고 북부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1905.01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13.02 역사 신축 준공

1978.12 역사 신축 준공

2003.01 민자역사 준공

연혁                                                        

조선시대 대구부지도. 대구읍을 빙 둘러싼 

읍성이 보인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남순행과 대구역

1909년 1월 7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종황제가 대구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남순행은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으로 반일 의병항쟁과 국권회복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순종

황제를 내세워 통감정치를 정당화 하려 한 일본의 계산이었다. 당시 남순행에는 근대화

의 상징이었던 열차가 이용되었는데 오늘의 서울역인 남대문역에서 대구역까지 8량의 

궁정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이날 대구역에서는 황제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국

기를 게양하고 화포발포와 주악을 연주, 또한 대구시민들은 태극기를 열렬히 흔들며 순

종황제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비록 일본의 계산으로 시작된 순행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더욱 뜨거운 항일운동에 대한 밑바탕이 되었다. 현재의 

대구역에도 순종황제의 남순행을 기념하고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다양한 설치물

이 마련되어 있다. 

1920년대 대구역 전경

1950년 10월 대구역 앞 피란민

일제시대 대구역광장 전경

1950년대 대구역 전경

한국전쟁 당시 대구역 광장을 지나는 기마병

1993년 대구역 전경

부산역 철도호텔 증축 후 홍보용으로 제작한 사진엽서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대구방문

(1909년 1월7일)

부산역 철도호텔이 증측된 1930년대 부산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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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로,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소년들은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

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대구역과 맞닿아 있는 북성로 철공소 단지였다. 북성

로는 대구읍성이 1906년 무단으로 철거되면서 생긴 신작로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북

성로 인근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의 군수물자가 쏟아졌고, 북성로 전체가 공구상

으로 가득해졌다. 때문에 “북성로에선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말도 나오게 된 것

이다. 오늘날에는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생기면서 그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새롭게 대

구의 근현대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장이 들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만남의 장소 동성로,  맛있는 도시 대구

조선 말 경상감영의 진영에 이어 일본 수비대가 주둔하던 자리에 1938년 키네마 구락부

가 들어섰다. 3층 높이의 키네마 구락부는 당시 사람들에겐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에 가까

운 것이었다. 이 키네마 구락부는 해방 이후 최초의 연극 ‘깃발 흔들던 날’을 상연하였으며 

1953년 전쟁으로 소실된 서울 국립중앙극장을 대신하여 국립중앙극장으로 지정되며 1천 

300석 규모로 성장한다. 뒤이어 서울에 국립극장이 다시 개관하자 한일극장으로 문을 열

며 40여 년 동안 대구 대표 영화관이자 대구역 동성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는 동네마다 먹거리타운이 들어서 있는 식도락의 중심지이다. 유난하게 

뜨거운 여름밤 때문인지 야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근현대 시기 다양한 음식들이 출현하였

는데 특히 국내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성장하였으

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막창구이 역시 대구가 그 원조이다. 이런 이유로 2006

년에는 대구광역시청에서 막창구이와 납작만두 등을 대구십미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대구역의 아픔, 철도는 철길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평양, 강경과 더불어 한국 3대 시장의 하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이미 13개의 크고 작은 향시가 개설되어 있었던 조선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1907

년의 대표적 경제 항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구는 어느 곳보

다 활발한 항일운동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렇게 맞이한 1945년 8.15 광복. 그러나 그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던 1945년 9월 29일. 만주와 일본에서 귀향하는 사람들로 만원

이었던 열차가 대구역 구내에서 정면충돌하여 7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광복 직후 

급격히 증가한 철도 사고. 그 이유는 철도 

운영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던 기술자가 조

선인 중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광복이 단

순히 일본이 물러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

듯, 철도는 철길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

었다. 

1940년 대구역 징용열차 출발 환송회

옛 대구역 구내 승강장 모습

황성신문 국채보상 기성회 취지서 (1907.2.25) 옛 서문시장

옛 북성로 모습

대구 동성로

북성로 인근 경상감영



269268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ㄷ

대
성
리
역

청춘 정거장 대성리역

북한강 기슭에 성곽처럼 이어진 언덕
푸른 호반과 맑은 강물을 담은 역사

대성리역은 1939년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역사 및 광장을 

넓히면서 성장해왔다. 역명은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는데, 대성이란 대승(大升) 또는 

대성(大城)으로 높은 언덕, 둔덕임을 의미하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이곳으로 흐

르는 북한강 기슭이 마치 성곽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에서 대성이라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벽돌조 슬라브 단층 역사에서 현대식 역사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북한강 푸른 호반의 맑은 물에 대한 청정 이미지와 자연과 전원 도시 이미지

를 역사 디자인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1939.07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9.01 임시역사로 역무 이전

2010.09 현 역사로 역무 이전

2010.12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연혁                                                        

MT의 성지에서 뉴트로 감성여행지로
호명산 정상 호명호수 이색 풍광으로 인기

1980~1990년대 대학생들의 MT 성지로 불리던 가평 대성리. 학과 학생들 전체가 들어가

는 큰 방에 모여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특별한 놀 거리가 없어도 마냥 즐거운 시간이었

다. 비록 지금은 MT를 가는 학생들이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뉴트로 감성이 더해진 

여행 명소이자 여전히 많은 대학생의 주요 MT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대성리역에서 호명

산, 상천역으로 이어지는 호명산 자전거길은 6km의 완만한 오르막 코스로, 산과 자전거

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명산 정상에 위치한 호명호수는 청평 양수발전소

의 상부 저수지로, 15만㎡ 규모의 267만t의 물을 담고 있어 풍광이 빼어나다. 

호명호수 대성리국민관광유원지

옛 대성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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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 땅 비옥한 대지 대야역

대자연을 품은 호남들녘 풍요의 상징

대야역은 일제강점기 비옥한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세워진 군산선의 역사로 

1912년 3월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역이 위치한 대야면 지경리의 지명을 따라 지경역이라

는 이름의 간이역으로 출발했다. 같은 해 보통역으로 승격되었으며, 1953년 지금의 대야

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다. 대야(大野)

역은 기름진 땅이 넓게 펼쳐졌다는 이름 

그대로 풍요로운 대자연을 담은 역사이

다. 2008년 장항선 편입에 이어 2020

년 현대식 역사로의 신축이전과 함께 새

로운 도약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논밭을 

상징하는 격자무늬와 비옥한 토양을 상

징하는 붉은 빛을 통해 호남평야의 너른 

들과 만경강의 풍요를 표현하고 있다.

1912.03  군산선 지경역으로 영업개시

1912.10  보통역으로 승격

1953.06  대야역으로 역명 변경

1991.01  역사 신축 준공

2000.07  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

2020.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새만금에 활력을,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대야역은 장항선과 새만금산업단지를 연결한다.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와 동익산-대야

역 구간의 복선 전철사업으로 군산항과 군장산단의 철도물류 수송체계가 마련되었고, 전

라선과 장항선 직결 운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고향의 향수 가득한 100년 전통의 대야 5일장

대야장은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군산지역의 유일한 5일장이다. 과거 옥

산면 남내리에 위치했던 5일장이 현재의 대야면 산월리로 옮겨온 데에는 대야역의 역할

이 컸다. 이름도 지경장에서 대야장으로 바뀌었으며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의 군산, 익

산, 김제 등에서 장꾼들이 모여들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5일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하루 

300~400두의 소와 500~600마리의 돼지가 거래되던 우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였다. 우시장은 1995년에 폐쇄되었지만 대신 큰 나무 시장이 열리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

에게 즐거움과 옛 고향의 향수를 선물하고 있다.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전경(옥구교)

대야5일장

익산-대야 복선전철 개통식

옛 대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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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중심  대전역 

1905.01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1912.03 호남선 개통

1958.12 역사 신축 준공

2003.05 신 역사 준공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2017.07 증축공사 완료

연혁                                                        

철도의 도시, 철도의 중심, 대전역

대전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역이 들

어서면서 시골 마을이었던 한밭(대전의 옛 이름)은 새로운 미래를 키우게되고, 이후 경부

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되면서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급부상한다. 1928년 현재의 대전역 

위치에 두 개의 둥근 돔을 갖춘 서구식 역사가 신축되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소실된다. 하지

만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1958년 전쟁으로 

무너진 많은 철도역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세

워진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준비하며 한 

해 앞서 새 역사가 건설되고, 2017년 증축공사

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역 동

편에 있는 28층 쌍둥이 빌딩인 철도기관 공동

사옥은 현대화된 대전역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

한민국 철도 중심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대 대전역 사진엽서

장애물이 탄생시킨 우여곡절 대전역

1891년 경부철도 부설권을 얻은 일본이 여러 측량 끝에 마련했던 노선안은 다음과 같았다.   

① 서울~ 충주~안동~경주~울산~부산 

② 서울~충주~청주~문경~상주~대구~밀양~부산 

③ 서울~청주~공주~논산~진산~금산~영동~추풍령~대구~부산 

그러나 결국 위의 어느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에 철도가 부설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전쟁 때문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일본은 문경새재를 뚫어야 하는 

어려운 코스나 유림의 반대 등의 장애물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14년 호남

선 분기점이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조치원이 아닌 대전이 된 이유 역시 금강이라는 장애물

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1905년 대전정거장 전경

한국전쟁으로 파괴되기 전 대전역 모습

1930년대 대전역 광장

1970년대 증개축 전 대전역

1910년대 대전역 일대 전경

한국전쟁으로 폐허화 된 대전시가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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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달려서 나라를 지킨다.

한국전쟁의 용장, 김재현 기관사를 아시나요?

국립 대전현충원에 위치한 호국기념철도관.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 다음으로 많이 전사

했던 철도인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 호국기념철도관에 비치된 미카3-129호 증기기관

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 제24사단장인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한 

기관차였다. 그 기관차에 자진해서 올랐던 김재현 기관사는 두 명의 기관조사와 함께 30명

의 특공대를 태우고 대전에 도착하였으나 결국 매복해 있던 북한군에 의해 가슴에 8발의 총

탄을 맞아 전사하였다. 이후 2013년 김재현 기관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특별민

간봉사상을 받았으며, 미카3-129호 증기기관차는 근대등록문화재 제415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철도 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호국철도기념관 뿐만 아니라 대전역 광장에 세워진 동상

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대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중앙청이었던 옛 충남도청

1931년 1월 13일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청의 대

전 이전을 발표하였다. 당시 충남도청은 공주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주에는 늦게까

지 철도가 들어서지 못했던 반면 철도 중심지로 성장한 대전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도청의 

이전 문제가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찬성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컸

던 도청 이전이 결정된 것은 결국 철도 부설로 인해 대전이 공주보다 일본인 거류민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충남도청은 대전이 임시수도로 역할 했던 한국전쟁 당

시 임시중앙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충남도청 건물은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오늘날에는 경부선 철도 부설부터 민주화운동을 아우르는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꾸며

져 시민과 함께 해오고 있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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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도시에서는 먹거리에도 철도이야기가 깃든다. 

철도의 도시 대전은 먹을거리부터 문화재, 건물 하나하나까지 철도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대

전의 명물 가락국수는 대전역 경부선과 호남선의 옛 분기 구조에서 태어났는데, 과거에는 

서울에서 호남선을 이용하여 호남지방에 가려면 대전역에서 기관차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작업 때문에 대전역 승강장에서 가락국수를 시켜 먹

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후 호남선이 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된 지금도 그 가락국수는 남아 

대전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광장 바로 앞에 위치한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

창고는 1956년에 세워졌는데, 근대 목조 건축물로 한국전쟁 이후 창고 건축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대전 동구 소재동에 자리 

잡았던 철도관사들 역시 해방 이후 일반인들에게 불하되어 대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함

께 해왔다.

열차 승무원이 남긴 애틋한 이별노래, 대전부루스

대전이란 지명은 한밭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큰 들, 또는 넓은 들을 의미한다. 넓은 들에

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만큼의 이

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철도역 광장이다. 대전역 광장에 있던 <대전부루스> 노래비에 대

한 이야기도 매우 인상깊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1959년 가수 안정애의 노래 <대전부루

스>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 새벽열차를 두고 이별에 서러워하는 연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무려 14년 동안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작사가 최치수가 대전역에서 직접 목격한 이별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노래라고 한다. 발매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가수 조용필이 리메이크를 하며 국민가요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현재에는 노래비 

대신 꽃시계가 자리하고 있다. 

명절 기차표 예매행렬

소제동 철도관사촌

대전역 가락국수

대전역 플랫폼 간이식당에서 가락국수를 먹는 승객들

옛 대전지역사무소 목조 보급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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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 중심이 대천으로 옮겨오다

대천역은 1929년 12월 1일, 장항선 광천-남포 구간이 개통하면서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2007년 장항선 선로 개량과 함께 현재의 위치에 신축 이전하였다. 해수욕장이 유명한 곳

의 역사답게 역은 돛단배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 2009년 보령시에 의해 머드테마역으로 

선정되며 역사 내부가 세계적인 보령 머드축제의 이미지로 꾸며지게 되었다. 과거 대천역

이 위치한 곳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보령시가 아닌 대천시라고 불리던 곳이다. 대천

이란 ‘한내’의 한자표기로, 서해바다로 큰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 이후 대천시

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대천이라는 지명이 없어지게 되자 대천지명살리기운동

이 일어나 보령시 행정동 명칭이 대천동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대천 지역이 읍에서 시로 

승격될 만큼 보령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 1914년 군청이 

기존 주포에서 대천으로 옮겨오면서 경찰서와 우편소, 미곡검사소와 학교들이 옮겨왔고 

이후 철도 개통과 함께 대천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1929.12 장항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64.12 역사 신축 준공

2006.11 화물취급 중지

2007.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집을 데우는 석탄과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의 아이러니

작가 이문구의 <관촌수필>에서는 근대 산업화 당시의 대천역과 역전 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

이면 밤낮 기적소리가 잘 틈이 없던 철로가” “바람만 건듯해도 석탄가루가 하늘을 가리던 

역전 앞” 이처럼 대천역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아오는 피서객들과 함께  화력발전소와 

집을 데우기 위한 석탄이 오가는 곳이었다. 철도청은 매년 특별관광열차를 편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신문에는 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여행객과 수영강습회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올라왔다. 또한 장항선의 화물열차에 실어 보내기 위한 보령의 청라, 미산, 성주 지역 탄광

에서 올라온 석탄들이 대천역 구내 저탄장에 모여들었다. 

보령석탄박물관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현재는 석탄분진 저감설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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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역 구내에 설치된 머드축제 홍보물

보령석탄박물관

서해안 최대의 백사장,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그 면적만 약 3만㎡에 달한다. 특히 백사장의 

모래가 잘게 부서진 조개껍데기인 패각분으로 이루어져 몸에 잘 달라붙지 않고 물에 잘 씻

기는 것이 특징이며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1998년에 개최하기 시작한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로,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축제를 해외로 수출하며 보령진흙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축제 문화를 알리기

도 하였다.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머드 커플 슬라이드와 같은 놀이기구와 대

형 머드 씨름대회 등 다양한 머드체험과 해수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어느 광부들의 외침 ‘월급은 제때제때’

1980년대 석탄 소비 감소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대천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광산이 문을 닫았고, 때문에 회사와 광부들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보령 지역의 광부

들은 임금체불 문제와 생계유지 문제로 투쟁을 시작하였는데, 대천역이 바로 그 중심이었

다. “농성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신성, 영보, 대보, 원풍탄광에 이어 19일 낮 12시부터 덕수

탄광 광원들 1백여 명도 연탄수송트럭을 몰고나와 대천시내로 진출, 시위를 했다.(경향신

문 1987.8.20)” 당시 시위 인원은 약 1천 600여 명에 달했으며, 때문에 장항선열차 운행과 

국도의 교통 일대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대천역 승강장에서 바라 본 보령시내 보령 문화의 전당

문화의 전당이 된 옛 대천역사 

1990년대에 들어 대천역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부지의 경우 확장이 어려

워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많은 피서객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

부설로 분리된 지역의 통합과 안전을 위해서도 역사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천

일대를 가로지르던 기찻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했

다. 그렇게 결정된 대천역 이전.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 구 대천역사는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인근의 폐철도 노반과 철교를 활용하여 생태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며 박물관이 들어서 옛 대천역과 옛날 거리를 재현, 보령의 선사시대부터 현

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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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간이역 덕계역

덕정-양주 역간 거리 보완 위해 신설
인근에 아파트단지 들어서며 분주해져

덕계역은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2007년 12월 28일 영업을 시작하였다. 덕정역과 양주역

간 긴 역 간 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역으로, 종래 8.2km였던 역간 거리가 덕계역 개

통으로 양주역에서 북쪽으로 5.3km, 덕정역에서 남쪽으로 2.9km로 나뉘게 되었다. 2006

년 경원선 소요산-의정부 구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다른 경원선 역들과 함께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착공이 늦어져 이듬해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문을 열게 되었다. 연면

적 2,540㎡ 규모의 지상 고가역사로 설계되었으며 인근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며 시가지가 

형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7.12 경원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도덕리(道德里)에서 ‘덕’
돈계리(遯溪里)에서 ‘계’자를 따와

역명은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덕계동의 옛 명칭은 덕계리로 대한제국 시기까지 천

천면 돈계리(둔계), 도덕리에 속하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천천면 

돈계리, 도덕리, 고장리, 과회리 일부가 합쳐지게 되었다. 그중 도덕리(道德里)에서 ‘덕’자

와 돈계리(遯溪里)에서 ‘계’자를 따서 만들었다. 도덕리는 도덕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돈계리는 시내가 숨어있는 지형이라 하여 둔계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비암산 자락에서 흘러내려 온 시냇물이 방향을 급하게 돌리면서 밖에서 시내

를 보면 상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조선 중종 때의 문신, 박

율의 호도 둔계라 이것에서 따온 이름이라고도 한다. 

덕계역 회천신도시 모델하우스

덕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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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깊은 못 덕소역

1939년 간이역으로 출발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덕소역은 1939년 4월 중앙선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1949년에 이르러 보통역으로 승

격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된 이후 1952년에 역사를 복구 준공하였다가 1958년 

옛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당시의 덕소역은 98㎡ 규모의 벽돌조 기와 단층 역사로 부대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2005년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 전철 운행이 개시되면서 소

박한 모습의 옛 역사는 사라지고, 전면 유리창이 인상적인 현대식 역사로 새롭게 탄생하였

다. 2007년에는 수도권 전철 중앙선이 팔당역까지 연장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역사 위치가 한강과 매우 인접하여 한강을 찾는 힐링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다.  

1939.04  중앙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40.06  배치간이역으로 승격

1949.04  보통역으로 승격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2.04  역사 복구 준공

2007.12  수도권전철 중앙선 개통

연혁                                                        

암벽과 푸른 강변이 어우러진 경치
사공들의 쉼터, 남양주 8경 미음나루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크고 깊은 못’에서 탄생하였다. 올림픽 조정경기장이 있는 미사리 

쪽은 완만한 퇴적 사면을 이루어 아름다운 모래의 벌판을 드러내는 데 반하여, 덕소 쪽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 그 크고 깊은 물줄기가 못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암벽에 푸른 

강변이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조선시대에는 한강변 곳곳에 나루터가 있었다. 미음나루는 

옛날 한강을 오가던 배들의 중간 쉼터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미사리를 건너던 한강 나루

다. 한강의 나루터 중 광나루에 버금가는 곳이었다. 비록 배와 뱃사공은 사라졌지만 뱃사

공을 위해 밥을 짓던 작은 음식점이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미음나루 음식문

화거리’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미음나루고개



287286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ㄷ

덕
정
역

승승장구 덕정역

1911년 경원선 보통역으로 출발
인근 아파트단지 건설로 빠르게 성장

덕정역은 1911년 10월 경원선의 주요 역사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군

부대 주둔과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역사도 함께 성장하였다. 1958

년 철로 변에 자리한 97.84㎡ 규모의 조그마한 부럭조 슬레이트 단층역사에 이어 1999

년 급격한 이용객 증가로 신역사가 설립되었다가 2006년 12월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현

재의 현대식 역사로 탈바꿈하였다. 실제 2006년 12월 15일 덕정역 로비에서 전철개통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열렸을 만큼 지역주민들과 경기 북부지역이 오랫동안 소원해오던 일

이었다. 

1911.10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8.12 역사 신축 준공

2006.12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정자나무, 유산정(儒散亭) 등 지명유래 다양
수도권 남북연결 GTX-C노선 시종착 예정지

역명이 유래한 덕정의 지명은 18세기 후반에 문헌에 등장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

다.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옛 천천면 덕정리 언덕에 정자나무

가 있어 덕정이, 덕쟁이, 덕정동 이라 부르면서 덕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현재의 덕정

역 북쪽에 마을원로들과 유생들이 유흥을 즐기던 유산정(儒散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 이름이 바뀌어 덕정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 밖에도 예로부터 독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독쟁이라 부르던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덕정이 되

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2020년대 들어 덕정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GTX-C선의 시종착역으로 거론되면서 

일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수도권 남북

을 가로지를 예정이다. 덕정역 인근에 고려 말 학자인 목은 이색이 ‘아름답고 장엄하기가 

동방에서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다는 회암사 터가 남아있어 이곳을 찾는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옛 덕정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천보산 회암사

회암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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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이야기 곳간 덕하역 비대칭 박공지붕이 인상적인 역사
새벽 기차 타는 소금 행상으로 북적 

덕하역은 1935년 역사 신축에 이어 같은 해 12월 16일 동해남부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1941년 5월 옛 역사를 신축하였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박공지붕이 1930

년대 동해남부선에 지어진 역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매표소가 2곳

이 있었을 만큼 장날이 되면 새벽 기차를 타려는 소금 행상들과 손님들로 북적였던 역사. 

수도시설이 열악했던 옛날에는 역사 한 쪽에 위치한 우물이 덕하역사의 물이자, 지역주민

들에게도 소중한 물이었다고 한다. 이후 2001년 역사 개보수를 거쳐 2020년 동해남부선 

일광-태화강 구간 개통으로 옛 덕하역 바로 옆에 지어진 현대식 역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1935.12 동해남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1.05 역사 신축 준공

2002.01 역사 개·보수

2020.09 역사 신축 및 복선전철 개통

연혁                                                        

오랫동안 주민의 일상과 함께해온 역
30여 년간 오직 덕하역을 지킨 역무원도

덕하역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실제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약 30여 년

간 덕하역에 근무한 지역 주민이자 철도인의 일화가 화제가 되었다. 본래 철도직원은 임

기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역으로 계속 옮겨서 근무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많았던 그는 승진 시험에 임하지도 않고 역장에게 부탁

하여 계속해서 덕하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결국 1972년 퇴직할 때까지 한자리에서 덕

하역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덕하역 역사의 산증인이 된 셈이다. 이에 2008년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제작한 <문화원형백과 간이역과 사람들>을 통해 그에 대한 감회를 털어놓으며 

옛 덕하역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옛 덕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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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이야기 곳간  덕하역

청량천 하구 염전의 소금 들어간 
두부 맛으로 유명했던 덕하시장

덕하리(德下里)는 덕정(德亭)과 하정(下亭) 일대가 합쳐지면서 각 이름에서 ‘덕(德)’과 ‘하(下)’

를 따와 탄생한 이름이다. 이후 하정이 ‘화정(華亭)’으로 한자가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

다. 이 덕하리에 장이 들어서는 날에는 장꾼들이 포목과 옹기 등 다양한 생활 집기를 등에 짊

어지고 모여들었다. 

옛 덕하시장은 본래 대현장(한티장)의 일부가 옮겨와 탄생한 것으로 처음에는 청량초등학교 

일원의 덕정마을에 형성되었다가 1936년 덕하역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신덕하마을로 옮겨

오게 되었다고 한다. 덕하시장의 명물 중 하나가 바로 두부였다. 청량천 하구에 염전이 있어 

그 소금을 이용하여 만든 두부로 그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이후 1960년대 청량면 일대에 공

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공단 근로자들이 유입

되면서 현재의 덕하시장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옛 덕하역에서 태화강 전망대까지 
숲파랑길로 각광받는 해파랑길 6코스 

해파랑길은 동해안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색 ‘파랑’, 함께라는 뜻의 조사 ‘랑’을 

합쳐 만든 말로,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보며 바닷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란 뜻

이다. 총 10개 구간 50코스에 총길이 770km에 이른다. 특히 울산의 해파랑길은 일산 미

포와 온산국가산단 등을 비껴가기 위해 계획되면서, 해파랑 전 구간에서 유일하게 도심과 

산, 호수와 강을 아우르고 있다, 그 중 옛 덕하역에서 태화강 전망대로 이어지는 해파랑길 

6코스는 바다 대신 푸른 숲과 산, 나무가 가득하여 ’숲파랑길‘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특히 덕하역 인근은 오래된 동해남부선 기찻길과 함께하는 정취와 그 경치가 남달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덕하시장 해파랑길 6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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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산속 감춰진 아름다움  도경리역

문화재가 된 영동선 철도역의 맏형

도경리역은 영동선 철암-묵호 간 위치한 역으로 영동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다. 철암선

이 삼척탄전의 개발을 위해 개통되었던 1940년 8월 1일 도경리역도 함께 보통역으로 영

업을 개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역사가 완공된 것은 1939년 5월이지만 일부 그보

다 먼저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인적이 적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이용객

이 줄어들면서 1997년 배치간이역이 되었다가 2001년과 2005년에 연이어 신호장, 무인

신호장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과거 도경리역은 이웃 다른 마을보다 지세가 높은 곳에 위

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돈경’으로 부르던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의 역사답게 지역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 현재에는 일반 열차도 멈추지 않고 여객도 취급하지 않는다. 

비록 더 이상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는 역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열차들은 도경리역을 

지나며 사람과 삶, 시간을 실어 나른다.  

1939.05  역사 신축 준공

1940.08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1.09   신호장으로 변경

2006.12   등록문화재 298호로 지정

2008.03   여객 취급 중지

연혁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경리역 풍경

도경리역은 등록문화재 역사 가운데서도 드물게 처음 지을 때 썼던 일본식 기와가 최근까

지도 남아있던 역사이다. 오래전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를 지나는 전철화된 철길. 지

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된 대부분의 역사와 다르게 깊은 산골의 간이역의 옛 모습을 간

직한 도경리역사와 현대화된 철로가 보여주는 풍경은 색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역사성

과 희귀성 때문에 2006년 등록문화재 제298호로 지정된 역사는 2009년에 이르러 지붕

과 창호를 보수하였지만, 여전히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품격이 드러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직교형 박공지붕과 균형 잡힌 수직비례  

광장 쪽 출입구 위에 캐노피를 둔 직교형 박공지붕이 대합실 상부에 위치하고 철로 변 주 

지붕에 직교형 박공지붕이 역무실 돌출부 위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역들과 다른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등록문화재 간이역사 가운데서도 면적이 59.98㎡(18.14평)에 불과한 작

은 역사이지만 뭔지 모를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균형 잡힌 수직비례와 바로 대합실을 통

과하는 정식 출입구 외 건물 측면에 설치된 출입구 때문이다. 지금은 여객을 다루지 않지

만, 과거 도경리역은 삼척시의 주요 교통시설로 이용자가 많은 곳이었다.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측면 출입구를 별도로 두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노천출입구

가 역사의 다양한 조형의 재미와 여유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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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의 훈련소  도계역

영동선 석탄수송의 핵심역사
서독 파견 광부들의 훈련소 역할

도계역은 1940년 8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영동선 석탄수송의 핵심역사였다. 

도계역이 위치한 도계리는 세 갈래 길의 분기점에 있다 하여 길가말이라 불리던 이름이 와

전되며 붙은 마을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철도역이 위치한 삼척의 주요마을이다. 광복 이후 

대한석탄공사에 이관된 인근 탄광의 규모가 커지자 1951년 도계광업소와 장성광업소로 

분리 운영되었는데, 당시 도계는 강원도 내 석탄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석탄 

산지였으며 1975년까지 서독에 파견하는 광부들의 훈련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 무연탄을 묵호항과 여러 도시로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역이 도계역이다.

1940.08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4.12  역사 신축 준공

2003.01  급수탑 등록문화재 제46호로 

 지정

2012.06  솔안터널 개통

연혁                                                        

폐역이 된 흥정역, 나한정역과 달리 건재
채굴장비, 선탄장 등 옛 모습 보존

1963년 강삭철도가 폐지되면서 도계역은 1965년 사무관역으로 승격, 1984년에 신축된 역

사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솔안터널 개통 후 흥전역과 나한정역이 폐역되는 상황에도 유일하게 남아 석탄채굴에 쓰

이던 광자와 채굴장비, 선탄장 등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도계역 급수탑은 현재 강원

도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급수탑으로 당시 전형적인 급수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등록

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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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의 훈련소  도계역

탄광의 기억으로 남은 까막동네
문화재가 된 아담하고 귀여운 급수탑

도계갱과 저탄장에서 날아오는 까만 먼지가 쌓여 지붕이며 귀퉁이 텃밭까지 까맣게 된 동

네. 까막동네. 그 이름까지 탄광의 흔적으로 남은 동네를 들어가는 길 좌측으로 놓인 계단

을 걸어 올라가면 1940년에 만들어진 도계역 급수탑을 만날 수 있다. 용량 26t 바닥면적 

16㎡, 하부 둘레 14.2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돔형의 물탱크 지붕에 4개의 반

원형 창문과 다른 급수탑에 비해 8m의 아담한 높이가 귀여운 모습이다. 다른 급수탑들에 

비해 조그맣지만 철길 보다 4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열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수압을 확보하였다.

경험한 적 없는 설렘, 스위치백 

“잠시 후 우리 열차는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열차가 약 4분간 뒤로 운

전합니다. 정상적인 운행 방식이오니 창밖의 경치를 보며 여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백은 급경사 산악지형을 지그재그로 철로를 연결해 통과하는 열차 운행 시스템이다. 과거 

도계역에서 통리역으로 가는 열차는 해발 315m 나한정역에서 멈춰 해발 349m의 흥전역까

지 거꾸로 올라갔다. 뒤로 가는 열차. 경험해본 적 없는 낯설음과 설렘. 우리나라는 물론 세

계적으로도 드문 운행방식으로 비록 불편도 많았지만 그만큼 추억과 낭만이 있던 열차였다. 

이후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최장 나선형 철도터널이었던 솔안터널(16.7km)이 개통되면서 

동백산-도계 운행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함께 스위치백 구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

었다. 그러나 뒤로 가는 열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추억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

하고 있다.  

나한정역

스위치백 구간을 운행중인 열차

하이원 추추파크

도계역 급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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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힐링의  도고온천역

1922년 선장역이란 이름으로 출발

도고온천역은 1922년 현재의 도고면 신언리 일대에 장항선의 선장역이란 이름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1967년 323.2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단층의 옛 역사를 준공

한 후 1972년 도고온천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 바로 옆에 1985년 도고온천임시승강장

이 영업을 개시하여  1992년 도고온천역의 옛 이름, 선장역으로 역명을 개정하기도 하였

다. 2007년 장항선 이설공사로 여객 취급이 중지되고, 이듬해 폐역되었다. 반면 도고온천

역은 2007년 장항선 선로 개량사업이 완공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연면적 1,754㎡ 규모의 

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22.06   장항선 선장역으로 영업개시

1951.08 보통역으로 승격

1967.09 역사 신축 준공

1972.07 도고온천역으로 역명 변경

1994.02 도고역으로 역명 변경 고시

1994.03 역명 변경 고시 취소 

2007.12 장항선 선로개량 완공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전투에서 부상당한 신라왕이 치유된 물

도고온천에 대한 유래에는 다양한 전설이 전해온다.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서 

신라왕이 부상을 입고 이 온천의 양수로 치유하면서 신라리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또 다른 이야기에는 신라시대 어떤 사람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상반신이 소의 모

습이고 하반신은 사람의 형상인 반수반인의 모습이라 전국의 명약을 찾아다닌 끝에 이곳

에서 세수를 하자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약알카리천(ph 7.75)·약염천에 속하

는 유황천으로 마치 삶은 달걀이 썩었을 때와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피부병, 신

경통, 류머티즘, 동맥경화증, 당뇨병, 위장병 등에 특히 좋다고 한다. 

천안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군사요지 도고산

도고온천의 이름은 인근 도고산에서 유래된 것이다. 높이 482m 정상에 서면 예당평야

와 아산만은 물론 멀리 천안시까지 한눈에 들어와 군사적 요지로 유명하다. 옛날 천지가 

개벽할 때 온 천지에 물이 찼는데, 산꼭대기만 도구통 만하게 남았다는 설화와 함께 ‘도(道)

가 높은 군자처럼 의연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도고온천역의 옛 이름 신장은 

지명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지명도 삽교천 하류의 선장포(仙掌浦)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항구의 모습이 마치 신선(神仙)의 손바닥(掌)같이 생겨서 불리게 된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

오며 수운 교통이 편리하여 점점 번창하면서 지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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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굽던 마을  도농역

1939년 중앙선 보통역으로 출발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되기도

도농역은 1939년 4월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한국전쟁 당시 역사가 소실되어 

1958년 옛 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당시 건설된 역사는 조그마한 부대건물이 함께하는 

98㎡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소박한 시골역사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16일 덕소까지의 

중앙선 복선공사가 완료되면서 2002년 임시역

사 시기를 거쳐 현재의 역사에서 새롭게 수도권 

전철역사로 탈바꿈하였다. 인근에 대단위 아파

트 단지와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

성이 뛰어나다. 수도권 광역전철이 덕소까지 개

통되면서 일반 여객열차는 정차하지 않고 있다.  

1939.04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8.06 역사 신축 준공

2002.06 임시역사로 이전

2005.12 현 역사 신축 및 수도권전철 

 개통

연혁                                                        

질그릇을 구웠던 마을, 도농(陶農)
도적 막기 위한 철(鐵) 울타리 유래설도

역명이 유래한 '도농(陶農)·도롱' 일대 마을은 본래 양주군 미음면의 지역이다. 질그릇을 

구웠던 마을이라 하여 도농, 도롱으로 불리었다는 설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유명한 도자

기 원료가 이 지방에서 많이 채굴되어 “도(陶)”를, 또한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농번기

에 이곳에 이르러 친히 농구를 들고 농부들과 고락(苦樂,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하여 “농

(農)”을 따서 “도농(陶農)”이라 한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남양 홍씨가 도적을 막기 위해  

철(鐵)로 울타리를 만들어 세웠던 연유로 '쇠미'라고 하다가 '도농'으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금교리, 가재동의 일부와 구지면의 인장리 일부를 병합하

여 도농리라 해서 미금면(읍)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옛 도농역 도농역 출입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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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자 첫 역  도라산역

남쪽의 마지막 역이자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인 도라산역의 출발은 2000년 남북정상회

담을 통한 경의선 복원사업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2002년 2월 20일 조지W부시 미국 대

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이 함께 도라산역을 찾았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역사적인 순간

이었다. 이후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은 같은 해 4월 11일이다. 민통선 안에 들어선 역

사. 그 역사를 짓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뢰 등의 위험요소로 간이 역사까지 고려되었을 정

도였다고 한다. 또한 군 작전상의 문제로 실제 설계보다 역의 지붕이 낮게 시공되었으며 

북한군이 도라산역사를 점거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쪽 방향에는 창문이 없는 형태로 설계

되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2000.09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

2001.04  역사 신축 착공

2002.04  도라산역 영업개시

2007.05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2007.12  북측 판문역까지 화물열차 운행

2009.07  수도권 전철 경의선 개통

연혁                                                        

2002년 조지W부시 미국 대통령 방문
DMZ 안보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

도라산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의 역으로 이곳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선 DMZ 트레인을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진각에서 

DMZ 안보 관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은 도라산 

안보관광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며, 임진강역과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

전망대, 제3 땅굴을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광버스를 타고 민통선 지역

을 돌아보는 코스로 안보 관광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객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도라

산역 플랫폼은 평화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빼고는 적막이 흐른다. 특히 북에서 내려오는 

기차가 정차하는 건너편 플랫폼은 사람이 없어 더욱 그렇다.

도라산역 한미정상 방문 연설문

도라전망대 제3땅굴입구

도라전망대도라전망대에서 본 대성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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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금강산  도봉산역

1986년 경원선 누원역으로 출발
매해 1,000만 등산객이 찾는 역

도봉산역은 1986년 9월 2일 경원선 창동-의정부 구간 개통과 함께 누원역(樓院驛)으로 영

업을 개시하였다. 1986년 9월 30일 신축된 역사는 254.3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

브 양식 건물로 준공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 국철 1호선을 개통하면서 인근 도봉산 이름

을 따서 도봉산역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 10월 지하철 7호선이 개통하면서 환승역이 되

었다. 특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연간 1,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역으로 이용객들 편의를 

위한 광장이 특징이다. 이 광장과 서울 창포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가 설치되어있다.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전경이 일품이다. 

1986.06 역사 신축 착공

1986.09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6.09 역사 신축 준공

1996.10 서울도시철도 7호선 개통

연혁                                                        

암벽등반과 역사관광 명소, 도봉산

도봉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에 걸쳐있는 산으로 큰 바윗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 ‘도봉(道峰)’이라 명명하였다는 설과 천축사·희룡사 등의 사찰에서 

조선 왕조 창업의 길을 닦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산이다. 과

거 조선시대 선비들이 휴양을 즐기던 곳으로 조선시대 유명 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조광조

의 위패를 봉안한 도봉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사동 계곡, 원도봉 계곡, 무수

골, 오봉 계곡 등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계곡이 많아 마치 금강산을 빚어놓은 것 같다 하

여 서울의 금강이라고도 불렸다. 바위산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등산객들과 함께 다양한 문

화재로 역사 관광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도심 속 생태공원, 서울 창포원

서울 창포원은 2009년에 개장된 도심 속 아름다운 녹색 공간으로,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

에 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이 가득한 특수 식물원이자 생태공원이다. 약 1만 6

천 평에 붓꽃원, 약용 식물원, 습지원 등 12개 테마로 조성되어있는데, 그 붓꽃 종류만 해도 

130여 종에 30만여 본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약용식물과 수생식

물 등을 살펴볼 수 있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서울 창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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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하지만 정겨운  도심역

도곡리역에서 도심으로 바뀐 사연

2007년 12월 27일 도심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경기도지사 및 관계자 등이 모여 중앙선 

복선전철 남양주 덕소-팔당 구간 연장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도심역도 이와 같

은 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역사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7번지, 즉 

도곡리에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지명을 따라 도곡리역으로 개통하려 하였으나, 3호선 분

당선의 환승역인 도곡역과 이름이 비슷하여 혼란을 막고자, 도곡리역 대신 인근 도심 마을

의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2007.12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한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도곡리 
질그릇 같은 마음을 가진 도심 마을

역이 위치한 도곡리는 마을 앞으로 한강이 흐르며 마을 뒤로는 산이 위치하고 있다. 본래 

도공리라 불렸는데, 인근 예봉산에 토기공장이 있어 100여 년 전부터 도곡리로 불리게 되

었다.  자연마을은 상리, 내동, 자운, 도경, 문용, 어룡, 독막 등이 있다. 역명이 유래한 도심 

마을도 그릇과 관련된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질그릇 같은 마음을 가진 마을이란 의미

로 투박하지만 정겨운 마음을 가진 마을을 뜻한다. 

도심마을

예봉산

양평 도곡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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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철도 기공식 터 도원역

복숭아밭이 많아 붙여진 지명 ‘도원동’

도원역은 1994년 7월 11일 경인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지상 2층 구

조로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장천리와 독각리 일부를 떼어 새 마

을을 만들면서 주위에 복숭아밭이 많다 하여 도산정이라 이름 붙인 것에서 유래하였다. 광

복 이후 일본식 이름인 도산정을 도원동으로 바꾼 것이다. 맞은편에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과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원역과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을 연결한 지하도에 인천의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임라

인이 조성되어 있다. 옛 숭의종합경기장의 건립부터 최근까지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재미

를 느껴볼 수 있다.

1899.09   경인선 우각동역으로 영업개시

1906.04   우각동역 폐지

1994.04   도원역으로 역명 결정

1994.07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경인철도 기공식 열렸던 옛 우각동역 자리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최초기공지비> 세워

비록 도원역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역사 인근에 설립된 한국철도최초기공지비(韓

國鐵道最初起工址碑)는 우리나라 철도와 이 땅의 깊은 인연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경인

철도가 들어섰던 1899부터 1906년까지 있었던 소의 뿔, 우각동역(우각리역)이 그것이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개통된 경인 철도는 개통 당시 인천역과 노량진역 사이의 

31.5㎞ 구간에 인천역, 축현역, 우각동역, 부평역, 소사역, 오류역, 노량진역 등 7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우각동역은 경인철도 부설 당시 토지 소유주의 거부 문제로 역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던 인천역 대신 첫 기공식이 열렸던 곳으로, 당시 주조선 미국공사 알렌 별장의 아래

쪽, 즉 우각현의 끝 지점(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석정로 삼거리 일대)이었다고 전

해진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옛 우각동역 위치에 인접한 도원역 인근에 한국철도 100주

년을 기념하여 1999년 한국철도 최초기공지비를 세웠다. 인천의 실감콘텐츠 시설, ‘실감콘

텐츠체험관 탐’을 통해 옛 우각동역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도원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수봉산

송림시장

인천아시안게임
송림경기장

한국철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세워진 한국철도 최초기공지비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1897년 우각현(지금의 도원역 인근)에서 거행된 

경인철도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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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골 다리 아래 도화역

2001년 쑥골 고가교 아래 신설, 쑥골역으로 불려

도화역은 2001년 11월 30일 경인선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기존 경인선에는 없던 

역으로, 1995년과 1996년 제물포역과 주안역 사이 쑥골 고가교 아래 부근에 역사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의해 새로 생긴 역이다. 예상 이용 인원이 부족하여 역사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위해 문을 열게 되었다. 역사는 작은 규

모로, 공사 당시에는 쑥골 고가교 아래에 있어 쑥골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쑥골 

고가교에 벽화 거리가 조성되어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2001.11 경인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도마교리의 ‘도’자와 화동의 ‘화’자 합성어

역명이 유래한 지명, 도화리(道禾里)란 도마교리의 ‘도’ 자와 화동이란 ‘화’ 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1903년 8월 인천부가 동 이름을 확정할 때 화동(禾洞)과 도마교리(道馬橋里)라

고 이름 붙였는데, 화동이란 벼 마을을 뜻하며, 도마교리란 말이 지나다니는 다리 마을이

라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말이 지나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1988년 서울과 인

천을 연결하는 경인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마다리가 생겼다는 설, 말을 방목하고 훈련하

던 곳이라 ‘도마(導馬)’라 불리다가 ‘도마(道馬)’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반면 산을 뜻하는 옛 

우리말 ‘둠’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마을 앞 수봉산을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

다는 설도 있다.

도화역 주안역

수봉산

수봉공원

인천기계
산업단지

주안시범공단
인천대화초등학교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인천일반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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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길 옆  독산역

1998년 경부선 간이역으로 영업개시
봄이면 흐드러진 벚꽃 명소

독산역은 1998년 1월 7일 경부선 간이역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 이후 2002년 3월에 이르

러 무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 현재 역사는 지상 2층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첨단업무시

설이 밀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인근 안양천을 경계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과 매

우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데, 실제 독산역을 지나 금천교 광명시에 이르는 길을 독산역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2001년 독산역길로 이름 붙여지기도 하였다. 독산역에서 가산

디지털단지역까지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는 금천구 벚꽃로는 6백여 그루의 벚나무가 도로 

양옆으로 조성돼 있어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1998.01 경부선 운전간이역으로 영업

 개시

2002.03 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산봉우리에 나무 없어 ‘대머리 독’ 자 사용
주변에 한때 육군 도하부대 주둔

역명이 유래한 독산 일대, 지명은 ‘대머리 독’자를 사용한다.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다는 의

미로 실제 현재의 독산 제2동과 경계되는 시흥 제4동 부근의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다고 

한다. 대체로 구릉 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역 인근에 지역 발전을 이끌었던 공장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인근에 전쟁 상황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 탱

크 등 병력이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군 도하부대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전하면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옛 육군 도하부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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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출·어·람  동대구역

이용객 전국 2위, 대한민국 철도교통 중추역

동대구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역으로 1969년 6월 10일 보통역으로 

개업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 KTX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와 더

불어 증축공사를 진행, 복합환승센터 완공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번화가 중심에 위치

하여 확장이 어려운 대구역을 대신하여 탄생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이용객이 대구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즉 서울역 다음으로 많다. 명실공히 대구광역시 간판철도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간판이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는 2010년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며 

2014년 공사에 착공, 동대구역과 백화점을 연결하며 부지 3만 6199㎡로 지하 7층, 지상 9

층의 거대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백화점 개장 이후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의 승하차 인원이 1년 사이 40% 이상 증

가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위해 왕복 6차로였던 동대구로가 10차로로 

확장되었다.

1969.06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71.12 선상역사 준공

2004.04 고속철도 개통

2004.04 신관 증축 완공

2009.05 2단계 역사 증축 착공

2016.12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장

연혁                                                        

Colorful Garden, 동대구역 광장 

2011년 8월 착공한 동대구역 고가교 교체 및 확장공사가 6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며 기존 

4600㎡에 불과했던 동대구역 광장이 2만 5600㎡로 확장되었다. 동대구역 광장은 온대

구광장, 노을공원, 컬러풀가든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는데, 특히 온대

구광장은 약 1만 6520㎡로 동대구역 대표 시민광장으로 동대구역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

터 사이에 조성, 웃는 얼굴 대구시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되었다. 이런 볼거리뿐

만 아니라 오가는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가 함께하는 곳이다. 더운 열기 때문에 ‘대프리카’

라고도 불리는 여름철엔 폭염을 이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때로는 농업기

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벼와 보리, 그리고 특유의 뜨거운 날씨를 이용한 아열대 작물을 도

심 속에서 키워내며 대구의 상징이자 대구 시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66년 동대구역 기공식 1969년 업무개시에 들어간 동대구역 1970년대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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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참, 동대구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역참이라는 제도와 기관이 있었다. 국가의 명령

과 공문서를 전달하고, 사신을 맞이하거나 전송하는 일 등을 위해 마련된 중요 교통, 통신기

관으로 말을 키우고 관리하며 사람과 말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이라

는 말이 다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철도 교통이 들어서면서부터로,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정

거장과 역이라는 말이 혼용되다가 1910년 후반을 지나 공식 명칭이 역으로 자리 잡았다. 기

존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듯 기관사와 기관차를 구간마다 바꿔줘야 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역참 제도를 보면 전국 22개, 경상도에서는 경주도, 금주도, 상주도, 경산부도의 4개 도가 있

었다. 그 중 바로 대구에 위치한 범어역참이 경주도에 속하여 대구 동부의 교통 중심을 담당

하였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동대구역 인근에는 범어동, 범어역 등 당시 역참의 이름이 지명

에 남아있다. 

빵의 대구, 빵지 순례

1950년대 대구에 삼미, 삼송, 고려당 등의 빵집이 생겨났다. 한국전쟁 당시 대구로 모여

든 각급 군부대로 식빵과 단팥빵, 건빵 등을 공급하면서 60년대에는 대구 뉴욕제과, 런던

제과, 수형당 같은 대형 빵집도 등장한다. 당시 동성로의 이비시아 백화점에 들어선 런던

제과 매출이 중앙네거리의 미도백화점 총매출액을 압도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대

구 빵집은 만나서 이야기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만남과 행복의 장소였

다. 교복 입은 학생들은 으레 빵집에서 미팅

을 했고, 크리스마스면 달콤한 버터크림케이

크를 사기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

이 이어졌다. 비록 새로운 간식거리 등장과 카

페, 대형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성장으로 위기

를 겪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빵지순례를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빵의 도시, 대구. 오가는 

사람들의 후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동대구역 

다양한 먹거리 가운데에도 단연 빵집의 인기

가 돋보인다. 특히 대구 지역 구석구석의 특색 

있는 빵집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맛보고 구매

할 수 있는 재미가 남다르다. 

복합환승센터 입구

옛 동대구역 앞 도로

70년대 범어사거리 모습

80년대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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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두드림  동두천역

동두천역이 다시 돌아오다.

동두천역은 1912년 7월 25일 영업을 시작, 남북 분단으로 잠시 경원선 남한 구간의 종착역

이었으며, 이후 경원선 복선전철화로 경원선 통근 열차의 시종착역으로 역할, 현재는 수도

권전철 1호선의 종착역이 되었다. 역명은 동두천시 탑동 동쪽에서 발원하여 강화천으로 유

입되는 동두천과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동두천의 옛 이름은 가정자리. 그러나 경원

선 개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쪽에 근원을 두고 냇물이 흐른다는 동두내, 동두천으

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위치가 새롭게 형성된 동두천 시가지와 거리가 멀고 

새롭게 생긴 어수동역이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1983년 어수동역에게 동두천역 이름을 양

보하고 동안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후 2006년 12월 동두천역이 수도권전철 1호선의 

종착역이 되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동두천역으로 환원되

어, 잠시 동두천역의 이름을 썼던 어수동역은 동두천중앙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1912.07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5.08  해방으로 남한의 경원선 

 종착역이 됨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전파

1959.09  역사 신축 준공

1983.12  역사 신축 준공

1984.02  동안역으로 역명 변경

2006.07  현 역사로 신축 이전

2006.12  동두천역으로 역명 변경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마지막 통일호가 달리던 
경원선 동두천-백마고지역 구간

과거 동두천역은 경원선을 통해 석탄과 주요 물자가 오가는 수송의 길목이었다. 하지만 한

국전쟁을 겪으면서 무려 시 면적의 40%의 지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도시로 역

할 하였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38선을 넘는 노선으로 군인들과 직장인, 등산객과 안보 관

광객을 태우고 조그마한 간이역까지 일일이 들리던 시민의 열차. 1996년~1999년 한국철

도공사가 통일호 또는 비둘기호로 쓰기 위해 도입한 디젤동차(CDC)이다. 옛 통일호의 모

습과 성격을 계승하여 느리지만 그만큼 저렴한 요금으로 ‘싸다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던 열차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간이 바로 동두

천-백마고지역 구간이었다. 

경원선 통근열차

경원선을 달리던 통일호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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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동두천중앙역

1911년 경원선 어수동역 이름으로 출발
어수동, 동두천, 동안 그리고 동두천중앙

동두천중앙역은 1911년 경원선의 어수동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역으로 1945

년 해방으로 남한의 경원선 종착역이 되었던 곳이다. 동두천시 시가지에 위치하여 유동인

구가 많아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1984년 동두천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 지역을 대표했

던 역사답게 옛 역사는 25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역사로 기와지붕이 특징적이었다. 본

래 동두천역명을 넘겨준 역사는 동안역으

로 변경되었었는데, 2006년 수도권전철

이 들어서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 인

지도 향상을 위해 다시 동안역에게 동두천

역 역명을 넘겨주고 동두천중앙역으로 역

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1911.10   경원선 어수동역으로 영업개시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전파

1959.09 역사 신축 준공

1983.12 역사 신축 준공

1984.02 동두천역으로 역명 변경

2005.09 현 역사로 신축 이전

2006.12 동두천중앙역으로 역명 변경

2006.12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연혁                                                        

태조 이성계의 일화가 담긴 우물 어수정

옛 동두천 중앙역의 옛 이름, 어수동 지명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일화에서 유래

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 이궁으로 향하던 중 잠시 어가를 멈추고 길

가 우물에서 냉수를 마시면서 선위로 인한 울적한 기분을 달랬다고 하여 그 우물이 어수정

이라 불렸으며 마을이 어수동이 된 것이다. 반면 동두천은 본래 가정자리라 불리었으나 경

원선 개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쪽에 근원을 두고 냇물이 흐른다는 동두내, 동두천

으로 바뀌면서 생긴 지명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 주목

동두천중앙역 인근 지역은 유난히 1970년, 1980년대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

중 동두천 일대에 자리한 애신시장(양키시장)은 미2사단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생겨난 미

군용품 매매시장으로 크게 번영했었지만, 미군이 줄어들면서 쇠퇴를 피해갈수 없었다. 그

렇지만 그곳엔 여전히 남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되면

서 유명세를 탔던 동광극장(현, 문화극장)과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케네디 

대통령과의 우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케네디회관(현 문화회관) 등. 과거 미군 주둔으로 

기지촌으로 성장하면서 크게 번영하였지만, 동시에 큰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동광극장옛 동두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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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동래역

부산의 역사(歷史)와 함께 해 온 역사(驛舍)
시민의 사랑으로 위기 넘기고 이전·복원 

옛 동래역은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 부설과 함께 1933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1934년에 신축되어 수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졌지만, 벽돌과 나무 구조. 박공지붕 등

의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는 동해안 광물자

원이 수탈되던 현장이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부산과 동해안을 이어 부산의 발전과 성장을 

함께하는 현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준철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동해선의 새로운 동

래역이 세워지고 옛 동래역 자리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1933.07 동해남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34.08 역사 신축 준공

2016.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옛 역사는 문화재로
새 역사는 이용객 중심으로

새롭게 지어진 동해선 동래역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적용된 역사로 바닷가를 인접한 동

해선의 특성을 살려 돌고래를 형상화하여 지어졌으며 자전거 이용자, 영유아 동반객, 교통

약자 등 다양한 이용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칠산국에서 신라 경덕왕 때 동래군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래의 명칭은 본래 거칠산국으로, 신라 경덕왕 때 동래군으로 고쳐 이

에 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전에는 삼한시대 24개국 국명 중

에 독로국이 있어 동래로 음전되어 정착되었다는 설도 있다. 동래지역은 조선시대 군사상 

요충지로 조선 후기에는 동래도호부로 역할하였다. 

동래읍성 세부도옛 동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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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동래역

임진왜란의 역사적 현장. 동래읍성

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래읍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전투가 

치러졌던 역사적 공간이다.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성은 함락되었지만 동래부사 송상현의 

순국은 항전의 표상이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 역시 다시 의병으로 들고 일어났다. 그러한 항

전의지는 300여 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1919년 3월, 동래장터에서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곧바로 주도자들은 연행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동래 읍성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곳에서 만세 시위를 하며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전용 철도노선까지 있었던 동래온천의 인기

동래온천은 신라시대부터 신정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던 온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

래된 온천으로 백학이 목욕을 하던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1883년부터 일본인

들이 욕심냈을 만큼 유명세가 대단했다. 약 알카리성의 온천으로 병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때문에 부산진에서 동래온천장에 이르는 전용 

선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09년 부산수도공사에 사용된 경편레일과 기관차를 인수

하여, 부산 내 일본 자본가들이 부산궤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한 동래선이 바로 그것

이다. 1915년 이 궤도를 활용한 전차가 정식 개통하면서 동래온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되었는데, 개통일 당시 부산일보에 전차와 동래온천이라는 기획 기사 아래 동래온천

에 대한 전면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옛 전차 동래 역 터를 알리는 비석과, 온천

장역에 설치되었던 할아버지 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동래부 동헌 충신당

송상현광장의 밤

송상현광장의 동래부순절도

동래 스파시티 동래온천 스파시티거리 노천족욕장

동래 온천천 물놀이 동래온천 스파시티거리 실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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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안터널 입구  동백산역

1975년 영동선 태백신호장으로 출발
솔안터널 개통과 함께 현대식 역사 신축

동백산역은 1975년 영동선 태백신호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던 1984년 황지읍이 태

백시로 승격하면서 황지역이 태백역으로 변경되자 동백산신호장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옛 역사는 90㎡ 규모의 작은 부럭조 슬라브 단층 역사로 여객도 취급하지 않는 곳이었지

만 1988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솔

안터널 공사로 2007년 여객 취급을 중지, 임

시역사를 거쳐 2012년 6월 27일 솔안터널 

개통과 함께 오늘날 현대식 역사로 다시 태

어나게 되었다. 태백영동선과 태백선을 연결

해 주는 태백삼각선을 끼고 있어서 열차 운

용상 매우 중요한 역이며, 특히 태백지역 철

도의 속도혁명을 이루어낸 솔안터널의 입구

로 상징적인 역사이다.

1975.02 영동선 태백신호장으로 

 영업개시

1984.12 동백산역으로 역명 변경

1989.02 보통역으로 승격 

2009.11 임시역사로 역무이전

2012.06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솔안터널 개통

연혁                                                        

동백산역 이름에 얽힌 사연

과거 황지역이 태백역으로 변경되면서 옛 태백신호장은 백산마을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

로 동백산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동백산역이 자리잡고 있는 백

병산 기슭 일대는 백산마을이 아닌 통리마을로, 백산동인 백산역과는 달리 통리마을과 같

은 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백산마을의 동쪽이 아닌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 

동백산역은 과거 통리역의 여객업무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백병산은 태백시 통동과 백산동에 걸쳐있는 산으로 정상 서쪽의 병풍 바위 등의 암봉이 병

풍을 두른 듯 하고, 갈수기 때 하얀 암봉으로 보여 백병산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형

태의 기암괴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옛 한보탄광영업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동백산역 인근 

공터에서 2016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촬영되기도 하였다. 

또 한 번의 속도혁명. 솔안터널

과거 통리, 도계간의 인크라인을 통해 묵호에서 이송된 석탄이 다시 묵호에서 전국 연안항

구로 해송되었던 석탄수송체계가 영암선 개통과 황지본선이 개통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였다. 통리역에서 심포리역까지 1,100m의 인클라인이 제거되면서 대신 빙 돌아가는 

8.5km의 선로가 신설, 하루 약 1,000t의 수송능력이 5,000t으로 증가하며 산탄지와 수요

지를 직접 연결하는 대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동백산역과 도계역을 잇는 

2012년 기준 국내 최장터널이었던 솔안터널을 통해 태백지역 철도혁신이 다시 한번 재현

되었다. 스위치백 방식의 철도운행에 따른 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

한 솔안터널은 지하에 곡선 반경 1,450m을 통해 열차운행의 안정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백산역에서 도계역까지 기존 36분에서 16분으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 

백병산 촛대바위

옛 동백산역 동백산역에서 바라본 솔안터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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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의 보고(寶庫) 동암역

1974년 간이역으로 출발, 2001년 역사 이전

동암역은 1974년 8월 15일 경인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1983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1988년 남북부 역사를 분리 증축 준공하였는데, 당시 역사는 328㎡ 규모에 

269㎡ 부대건물을 갖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선상 단층 역사였다. 이후 2001년 10월 현

재의 역사로 신축, 이전하여 새롭게 영업을 개시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옛 역사와는 달리  

지상 2층 규모의 선하 역사이며 인천 메트로 1호선 간석오거리역과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1973.12 역사 신축 준공

1974.08 수도권전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1983.08 보통역으로 승격

1988.12 남·북부역사 분리 증축 준공

2001.10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한때 국내 대표 은(銀) 광산, 부평광산 위치

역명은 역사가 인접한 만월산(滿月山) 일대에 과거 동(銅)을 캐는 광산이 있었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실제 과거에는 구리가 많아 붉은색을 띠어 그 모습 때문에 주안산으로 불

리었으며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銀) 광산

이 있었다. 1987년까지 영풍광업이 운영하던 은광으로, 정식 명칭은 부평광산(富平鑛山)

이었다. 한때 전국 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던 곳으로 1970년대 은값이 오르면서 

일대의 상업과 광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발전과 밀접했던 은광의 

역사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암역

간석역

약사사
만원산

인천가족공원

동암산

십정공원
백운공원

인천아시안게임
십정경기장

만월산에서 내려다 본 인천시가지

만월산 등산로1987년 부평은광 주변1967년 부평은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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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의 역사 동인천역

1899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축현역으로 영업개시

동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철도 시작을 알렸던 경인선 개통과 함께 축현역으

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이전과 신, 개축을 거쳐 1955년 8월 7일 현재

의 동인천역으로 역명을 변경, 1989년 민자역사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당시 역사는 

㈜동인천쇼핑센터가 주관, 1,304㎡ 규모에 98.7㎡ 부대건물을 갖춘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으로 지어졌다. 당시 인천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백화점이었지만 IMF 구제금융사건 시기

에 부도를 맞아 문을 닫았다. 현재에는 복합쇼핑몰 개발이 진행 중이다. 중구와 동구의 경

계선에 위치한 역으로 역사 광장과 출입구를 중심으로 지하상가 상권과 재래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

1899.09   경인선 축현역으로 영업개시

1926.04   상인천역으로 역명 변경

1955.07   동인천역으로 역명 변경

1957.12   역사 신축 준공

1974.08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1989.04   동인천민자역사 준공

연혁                                                        

축현, 상인천, 다시 축현, 마침내 동인천

1899년 경인철 개통 당시에는 지금의 원예농협 앞에 축현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축현 또

는 유현(杻峴) 은 싸리재의 한자 지명으로, 한성으로 가는 고갯길 싸리재가 유명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탑승자와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역사가 비좁아지자 1908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후 1926년 축현역이 인천인 줄 모르는 승객이 많고 부르기도 어렵

다는 여론이 있어 상인천역으로 개명하였다. 종착점인 인천역과 인천부청의 위쪽이라는 

의미이다. 이후 광복을 맞아 다시 축현역으로 환원되었으나 여전히 축현이 어디를 뜻하는

지 사람들이 잘 몰라 인천역 동쪽이라는 의미인 동인천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 하지

만 실제 동인천역의 위치는 인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수용 갈등 속 예정에 없던 역사 탄생

옛 축현역(유현역), 오늘날의 동인천역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1899년 

경인철도 부설 당시 일부 토지소유주가 토지수용을 거부하였는데, 이때 세창양행 지배인 

독일인 Wolter와 인천해관 세무사인 영국인 Stripling 및 일본인 2명 등 4인이 철도 부설에 

대한 토지 무상기증을 제안한 것이다. 뒤늦게 토지수용을 거부했던 땅주인이 협상을 시도

했지만 결국 경인철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선도를 싸릿재를 거쳐 응봉산(지금의 자

유공원)을 도는 것으로 수정, 당초 계획에 없던 싸릿재(Saalijy)역으로 불린 축현역이 추가 

설치되어 오늘날의 동인천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인천역
동인천역

율목공원

인천항

응봉산

월미도

동인천역 북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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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천
역

고속도로와 만나는 동천역

고요한 저수지 위에 피어난 난과 청포 표현
2016년 신분당선 2차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동천역은 2016년 1월 30일 신분당선 2차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

는 지하 3층 규모의 지하역사이며,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요한 저수

지 위에 아름다운 난과 청포가 자생하는 풍경을 상징하여 완성되었다. 경부고속

도로에서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시내외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정류

장을 연결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20년에는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천역 연결통

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01  신분당선 2차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연혁                                                              

‘동막리’와 ‘원천동’을 조합하여 탄생한 지명
‘동막’은 병자호란 당시 군사주둔 관련 설도

역명이 유래한 지명은 동막리와 원천동을 병합하여 탄생한 지명으로, 본래 용인군 수지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천리로 수지면에 편입되었다. 동막리가 유

래한 동막곡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예부터 광주군과 용인군의 경계가 하천으로 이루

어져 있었는데 그 앞에 막을 지어 표계를 삼아 동막이라 하였다는 속설과 병자호란 때 험

천에서 청나라 군사와 큰 전투를 벌일 때 군대의 막사가 무수히 많아서 동막이라고 하였다

는 속설이 그것이다.

동천역

수지구청역

구미공원
대광사선배산

동천역 환승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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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같은 옛 집  동촌역

등록문화재 역 가운데 가장 뾰족한 역사

동촌역은 1917년 11월 1일 경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1938년 7월 1일 대구-영천 간 

광궤선을 개량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새롭게 지어졌다. 광궤선이란 선로와 선로사이의 너

비가 표준너비인 1.435m보다 넓은 궤도를 가진 선로로, 건축비가 많이 들지만 고속 운전

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 간이역 가운데 가장 뾰족한 역사인 동촌

역. 밑변 각도가 45도가 넘는 유일한 역사로 대구라는 대도시 도심에서 머리를 번쩍 들고 

있는 형태이다. 표준설계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두 장의 박공 크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마치 

서양의 풍경화 속 그림 같은 집을 보는 느낌이다. 부속시설로 남아있는 창고 역시 서양식 

목구조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초록색 기와지붕에 연회색으로 칠해진 작은 건물은 대구

의 오래된 간이역 가운데서도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06년 등

록문화재 제303호로 지정되었다. 

1917. 11  경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5, 11  배치간이역으로 변경

2006. 12  등록문화재 제303호로 등록

2008. 02  폐역

연혁                                                        

동
촌
역

대구선공원과 작은 도서관이 된 동촌역

1993년 대구선 이설 계획 수립에 이어 2005년 동대구-청천 구간이 대구시 외곽으로 이전

하면서 반야월역과 함께 여객취급이 중지, 2008년 폐역 수순을 밟게 된 동촌역. 예전에는 

검사동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폐역 이후 복원되면서 입석동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70, 80

년대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가던 주민들. 매일 학교로, 일터로 나가던 학생과 직장인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역사. 오늘날 동촌역은 인근 반야월역처럼 작은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새

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특히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위 작은 다락방 같은 열람실이 재미있다. 

옛 대구선의 선물, 아양철교

간이역 앞을 지나는 기찻길은 대구선공원이 되었다. 철로를 그대로 그려놓은 산책로 바닥

을 따라 기찻길 옆 옹기종기 행복마을을 지나면 야양 기찻길, 아양 철교를 만날 수 있다. 아

양 철교는 1936년 대구선 열차가 다니던 날부터 2008년까지 사용되던 것으로 2013년, 리

모델링을 거처 사람들의 다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기존 철로를 없애지 않고 쇠로된 레일과 

나무로 된 침목을 그대로 살려내고, 옛 기찻길을 모티브로 한 갤러리와 야경이 다리 위로 

펼쳐지면서 대구의 명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양철교 야경(사진:대구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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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문화의 시작  동탄역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

동탄역은 수서에서 출발해 지제역까지 가는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의 중앙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이다. 계획신도시인 동탄 제2 신도시 중앙에 위치가 결정,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특수한 고속철도역사로 녹지, 주차장, 도로, 콘코스, 승강장 등 모

든 역사 시설이 철저하게 계획된 고속철도역사이다. 특히 지하 심도 45m에 이르는 역사

임을 감안, 스크린도어와 피난 시뮬레이

션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역사

에 반영되었다. 또한 도시의 역동성을 주

제로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도시문화의 

품격 있는 역사를 목표로, 보이지 않지만 

도시를 움직이는 우리 몸의 혈관을 닮은 

역사로 구현되었다. 

2016. 12 수서평택고속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연혁                                                        

동
탄
역

빌딩 숲 사이 400년 느티나무의 여울공원

동탄은 동그란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독특한 도시 모양이 인상적인 지역이다. 역명의 유래

가 된 동탄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수원군의 동북면과 어탄면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음절이 합쳐져 탄생하게 되었다. 동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메타폴

리스 타워이다. 2001년 동탄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계획되었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완공,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되었다. 또한 역사 

인근의 동탄 여울공원은 동탄 고층 업무 빌딩 숲 사이 조성된 너른 들판으로 특히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 도시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여울공원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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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트는 희망역  동해역

1940.08  영동선 북평역으로 영업개시

1983.12  역사 신축 준공

1984.06  동해역으로 역명 변경

2006.05 소화물 취급 중지

2019.12  고속철도 운행개시

연혁                                                        

동
해
역

북평역에서 KTX 동해역으로

동해역은 1940년 북평역이라는 이름의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처음 개시하였다. 현재

의 역사는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북평읍이 동해시로 바뀌며 1984년 동해역으로 개명하

게 되었다. 역사는 적벽돌 외벽으로 영동지역 화물 거점답게 거대 규모를 자랑하며, 동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과거 동해역은 서울에서 출발하면 무궁화호

로 5시간이 넘게 걸리던 곳이다. 그리고 2020년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KTX가 동해

역까지 연장되면서 서울에서 동해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단축 되었다. 

북평읍과 묵호읍이 하나되어 동해시로

동해역의 옛 이름 북평역은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했다. 북평지역은 1631년 전천(箭川)을 

중심으로 북쪽을 북평, 남쪽을 박곡으로 나눈 것으로, 전천 북쪽의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영조 때 북평을 북상면과 북하면으로 나누고, 박곡을 견하면으로 고쳤는데, 뒤에 

견하면이 견박면으로 개명된 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삼면으로 통폐합되었다가 

1945년 북평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0년 북평읍이 묵호읍과 합쳐지면서 동해시가 

탄생, 북평역도 이러한 지역의 발전과 함께 동해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옛 북평역

1920년대 북평들판 1980년 동해시청 개청식 전경 1981년 북평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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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트는 희망역  동해역

시멘트 출하 항구로 출발한 북평항
동해공업지구 발전 동력, 북평선

과거 북평역이 동해역으로 바뀌었듯이 동해항 역시 과거에는 북평항이라 불리던 곳이다. 동

해항은 영동지방의 지하자원 개발촉진과 대규모 시멘트 공장 건설에 따른 시멘트 출하 항구

로 개발하기 위하여 1979년 개항하였다. 이와 함께 동해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한 축을 맡고 

있는 철도가 바로 북평선이다. 북평선은 삼화를 기점으로 북평에 이르는 총연장 6.4km의 철

도로 삼화선으로도 불리는데, 1966년 삼척철도 주식회사가 착공하여 1967년에 개통되었다. 

특히 삼화지역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를 주로 운송하며, 이 외에도 무연탄, 갱목, 벽돌, 금속 화

물을 수송, 동해공업지구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1950년대 삼화제철소 전경

삼화역

동
해
역

풍요로운 바다의 다채로운 관광도시
강원도 최대 규모의 북평5일장

동해역과 동해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해를 인접하여 넓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중 북평5일장은 동해역에서 약 2km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최대 규

모의 재래시장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정선과 태백, 울진과 강릉에서 오는 길이 모두 

동해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삼척읍지<진주지>에 따르면, 정조 20년(1796년) 북평장은 매

월 여섯 번의 장이 열리며, 장세를 받았을 정도로 발달한 시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

기가 높았던 우시장(쇠전)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수산물과 

채소, 잡화, 각종 볼거리가 넘쳐나며 재래시장 특유의 활기가 가득한 곳이다. 또한 푸른 동

해바다와 함께 두타산과 무릉계곡, 황금박쥐로 유명한 천곡천연동굴 등 바다와 산, 동굴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북평5일장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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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산 갱목 보급역  동화역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 온 역사(驛舍)의 운명

동화역은 1938년 4월 1일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되어 

1956년 한차례 역사를 새롭게 건설했다. 넓이 66.92㎡의 조그마한 기와 지붕 역사. 바로 

현재의 동화역사이다.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 모습에서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

어난다. 과거 동화역의 주요 화물로는 석탄 광산에서 사용하는 갱목이 있었다. 역 내 야적

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갱목은 석탄 사업의 쇠락과 함께 모습을 감추었고, 역을 찾

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져갔다. 목재를 취급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업을 하던 식당과 술

집, 가게들도 문을 닫고 말았다. 다음 동화역이 새롭게 맡은 임무는 바로 철길에 없어서는 

안 될 자갈이었다. 1998년 자갈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중앙선 개량공사를 위한 

자갈을 발송하였다. 2011년 인근 간현역이 폐역되면서 간현역의 여객업무를 이어받아 여

객을 재개하였다가 2021년 1월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서원주역에 철도역 기능을 

넘긴 후 폐역되었다.

1938.04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12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6.05  역사 신축 준공

2004.04  컨테이너야드 개장

2021.01        폐역 

연혁                                                        

동
화
역

전설 속 오동나무 대신 소나무와 은행나무

동화역 앞에 자리한 표석은 옛 동화리의 자연마을 만낭포(만랑포)를 알리고 있다. 만낭개

에 섬강나루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역명이 유래한 동명의 동화리는 문막읍의 

가장 동쪽의 마을로, 동화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동나무 동‘자에 ’빛

날 화‘ 동화. 동화산은 오동나무가 유명했다는 동화사 때문에 붙은 산 이름이다.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화사라는 절에는 이 오동나무와 봉황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대통령도 감탄한 동화역 소나무의 기개

옛날, 명봉산에 봉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봉황이 좋아하는 오동나무를 절 내에 

빼곡하게 심어 동화사라 불리었는데, 세월이 흘러 오동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자 절의 주지 

스님이 오동나무들을 베어냈고, 그러자 봉황이 소리를 지르며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이

다. 결국 오늘의 동화역을 지키고 있는 건, 오동나무가 아닌, 소나무와 은행나무이다. 동화

역의 상징과도 같은 70년 된 소나무와 은행나무. 1940년 4월 즈음 심어진 나무는 동화역

의 일대기를 함께해온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주를 방

문했던 당시 소나무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했다는 일화도 남아있다.

동화역 앞 문닫은 상점

동화역 소나무와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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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정거장  두정역

단국대, 백석대, 호서대, 상명대 등
무려 6개 대학이 인근에 위치

두정역은 1979년 6월 경부선 신호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가 2005년에 이르러 보통역으

로 승격하며 수도권전철이 개통되었다. 처음 신호장으로 문을 열었을 당시의 역사는 152.5

㎡ 규모의 부대건물보다도 훨씬 작은 33.5㎡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역사였으나, 현

재에는 주위에 6개의 대학이 위치하여 특히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역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이용객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역사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북부출입구

를 신설하고 인도교와 에스컬레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1979.06  경부선 신호장으로 영업개시

2005.01  보통역으로 승격

2005.01  수도권전철 개통

연혁                                                        

두
정
역

큰 우물이 있어서 물이 넘쳐나던 마을
천안지역 최초 구석기 유물 출토 지역

두정역이라는 역명은 마을 앞에 큰 우물이 있어 물이 말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여 말우물 

또는 두정이라고 했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두정 일대는 천안지역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

물이 출토된 지역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백제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알려주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실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부터 고려~조선시대의 무덤 건물지 등이 조사된 바 있다. 

고교 야구의 명문, 천안북일고

두정역 가까이에 있는 사립고교인 천안북일고 야구부는 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한 명문 

고교야구팀이다. 봉황대기 최다 우승팀으로 명실상부한 충청 고교야구의 패권자이기도 

하다. 야구부가 대회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하면 1~2학년 학생들만, 결승전에 진출하면 수

능 준비하느라 바쁜 3학년 학생들까지 전부 대동하여 단체 응원을 가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천안북일고 전경1987년 봉황대기 우승 장면2009년 봉황대기 우승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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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그늘아래  둔내역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다스리는 둔내역

둔내역은 2017년 12월 15일 경강선(현 강릉선) 개통과 함께 신역사 영업이 개시되었다. 매

스감이 있으나 날렵한 곡선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견고한 돌 받침 위에 떠 있듯 얹어진 모

습의 역사는 둔내 지역의 청정 자연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역사 모양뿐만 아니라 

콘코스, 맞이방까지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데 입체적 형상의 투명 매스를 맞이방 전면에 

배치하여 공공성과 세련미를 더했음은 물론, 외장재 또한 인위적 색상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의 역사. 

특히 둔내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스노우가드와 아이스스톱시스템 

등 폭설에 대비한 설비를 갖춘 곳이다. 스노우가드는 북유럽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로 지

붕에서 미끄러지는 눈덩이를 파쇄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며 

아이스스톱시스템은 히팅케이블 설치로 눈에 의한 하중으로 발생하는 지붕이나 구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2017.12 경강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연혁                                                        

둔
내
역

역사 지붕이 된 청태산에서 날아든 나뭇잎 
역사 내부는 추운겨울 이겨낸 노란 민들레 만발

청태산 자연휴양림은 해발 1,200m에 달하는 청태산을 주봉으로 인공림과 천연림이 조화

를 이루고 있다. 낮에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숲이 우거진 국유림경영시범단지로 

노루와 토끼 등의 야생동물이 살아 숨 쉬는 청정자원이다. 국립횡성숲체원은 이 청태산 해

발 68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제1호 산림치유센터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

낼 수 있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울창한 숲을 품고 있는 

청정 자연의 입구, 둔내역사. 때문에 역사는 마치 그 숲으로부터 날아와 앉은 나뭇잎을 닮

았다. 나뭇잎과 한옥의 선을 결합한 역사 지붕과 숲속의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홈지붕 디자

인으로 역사 자체가 숲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민들레 한지등으로 

꾸며진 맞이방이 새롭다. 깃털같은 씨앗 50개로 연출된 민들레는 긴 겨울 추운 땅속을 이

겨내고 피어나는 꽃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라는 둔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둔내역 맞이방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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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그늘아래  둔내역

역 광장에서도 느껴지는 토마토축제의 인기

둔내역은 평창역과 강릉역처럼 직접적인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뛰어난 

접근성으로 관광특구조성을 위해 계획된 역사이다. 2018년에는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가 

인근 둔내시장에서 열리면서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역사에서도 이러한 둔

내 토마토 조형물을 찾아볼 수 있어 축제에 대한 흥미를 더한다. 여름에 열리는 축제이지만 

겨울철 눈과 함께 보는 토마토 조형물도 마치 설탕을 뿌린 토마토 같은 모습으로 색다른 재

미가 있다. 

둔내 토마토축제

둔내 토마토축제장 전경

청태산 1,200m 아니, 에베레스트보다 
높았던 보릿고개

둔내란 과거 둔전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저장하던 둔창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둔전은 고려, 

조선시대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한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그

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부패한 수령이나 권세가에게 땅을 빼앗기고, 흉년과 척박한 땅에도 

가혹하게 조세를 거두면서 힘없는 백성들의 설움과 배고픔의 땅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불하, 또 다른 아픔의 땅이 되었다. 이러한 배곯는 백성들에게 

보릿고개란 매년 찾아오는 목숨 고개를 뜻하는 말이었다. 

황금찬 시인이 반기는 
둔내역 앞뜰

황금찬 시인은 대표작 <보릿고개>로 에베레스트보다 넘기 힘든 보릿고개의 높이를 통해 

배곯는 민족의 슬픈 사연을 담아내었다. 2017년 9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한민국 최

고령 문인으로 둔내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며 둔내를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린 황금찬 시인의 문학비가 바로 둔내역 앞뜰에 설치되어있다.

둔내 시가지 황금찬 시인 문학비

둔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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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마을의 문화콘텐츠  득량역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거리와 문화역

득량역은 1930년 경전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한 보통역으로, 전남 보성군 득량면, 마

을주민이 약 2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의 역사이다. 지역주민의 감소로 점차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역이 폐쇄될 위기를 겪었지만, 2011년 문화관광체육관광부가 주관

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역은 옛 추억

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의 중심이다. 추억거리와 함께 역사가 문화역으로 꾸며지면서, 2015

년 역 광장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신

했을 뿐만 아니라 코스프레 축제의 무

대가 되었다. 옛 득량초등학교와 문방

구, 다방과 사진관, 이발관이 조성된 추

억거리 사이로 목조 슬레이트 단층역사

로 전형적인 시골 역사였던 옛 득량역

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

나게 되었다.   

1930.12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4.06 현 역사 준공

연혁                                                        

득
량
역

‘얻을 득’자와 ‘양식 량’ 수군의 식량 조달지 
이순신 장군이 목소리가 들리는 곳

득량 지역의 지명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득량면 비봉리 선소 앞섬(지금의 득량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대치하던 중 아군의 식량이 떨어져 비봉시 선소에서 식량을 조달하

여 왜군을 퇴치하여 ‘얻을 득’자와 ‘양식 량’자를 인용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순

신 장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간판과 벽화들이 설치되어 SNS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실제 지명의 유래 때문인지, 2015년 득량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부 역사가 되

었는데, 역에 설치된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중 일부와 득량역 축제의 수익금을 모아 한국전

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어려운 나라에 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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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요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세계적인 첨단 정보미디어단지
개통당시 수색역으로 불리기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2009년 7월 1일 경의선 광역 전철 개통과 함께 탄생한 역으로, ‘디

엠시(DMC)역’으로도 불린다. 개통 당시에는 수색역 구내의 경의선과 6호선의 환승을 위해 

신설한 역으로 ‘수색역’이라고 불렸으나 동일 노선에 수색역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인

근 상암 디엠시(Digital Media City)지구의 명칭을 따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2010년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 12  서울 지하철 6호선 수색역으로 

 영업개시

2009. 07  수도권전철 경의선 개통

2010. 12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14. 12  경의·중앙선 개통

연혁                                                        

디
지
털
미
디
어
시
티
역

대한민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의 산실
KBS, MBC, SBS, YTN, CJ 등 입주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세계적인 첨단 정보미디어단

지를 만드는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약칭 ‘DMC’라 한다. 2000년 상암새천년신도시기본계

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2006년 준공되었다.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초고속 광통신망이 구축된 첨단산업단지로, 최첨단을 달리는 국내의 우수하고 풍부한 IT

기술과 인적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저력

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현재 KBS, MBC, SBS, YTN, CJ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옥과 동아

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 등이 입주해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녹색 스마트시티의 관문 마곡나루역

하나 되어 꽃이 되다 마산역

맷돌마을의 맷돌역사 마석역

비로봉을 바라보다 만종역

마음이 쉬어 가는 곳 망우역

방죽머리 낚시터  망포역

선로 아래 작은 무인역 매곡역

정조대왕 효행길  매교역

삼성디지털시티의 관문  매탄권선역

봉황이 우는 사연 명봉역

경부선 늦둥이 명학역

낭만항구의 기적소리 목포역

꿈의 여울 몽탄역

사창나루의 추억 무안역

물새소리 즐거운 묵호역

묵호항의 물류담당 묵호항역

극복의 역사 문산역

양산의 관문 물금역

아홉마을 오손도손 미금역

더 없이 고마운 山  민둥산역

햇살 비치는 역사의 무대 밀양역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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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스마트시티의 관문 마곡나루역

2008.09  마곡나루역으로 역명 결정

2014.05  서울 지하철 9호선 영업 개시

2016.08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착공

2018.09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과 함께 환승역이 됨

연혁                                                        

공항철도와 9호선이 만나는 마곡지구의 중심

마곡나루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의 환승역이다. 역사는 마곡지구의 기반시설로 

건설되었는데 2009년 7월 24일 9호선 1단계 

개통 직후에는 마곡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

여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다가 2014년 5월 24

일에 개통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29일 인천국

제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현재의 환승역이 되

었다. 개통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앞섰으나 당

초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과 환승을 대비

하여 건설된 역이다. 승강장은 9호선이 지하 2

층,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지하 3층에 각각 위치

한다.

마곡나루역

공항
철도

9호선

열린숲정원

서울식물원

습지생태공원

궁산근린공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담긴 마곡나루

마곡나루역의 마곡(麻谷)은 강서구 마곡동 803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로서, 옛날 마(麻)의 

재료가 되는 삼을 많이 심었던 곳이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예전에 나루터

가 있었다는 의미가 합쳐진 역명이다. 양천 현감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중에 한

강 줄기를 따라 유람하며 그린 작품에 나루터가 보이는데 이곳이 지금의 마곡동이다. 

김포·인천공항과 서울역 연결하는 교통 요충

1892년 한강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영등포 당산동과 양평동 일대가 침수된 이후로 제방을 

쌓으면서 오늘날에는 육지가 되었다. 마곡나루역은 녹색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담은 생태

체험공원인 서울식물원과 LG사이언스파크, 롯데R&D센터 등 첨단연구시설 등이 입주해 

있으며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서울역을 연결하는 마곡지구의 관문이다.  

마곡지구 전경

LG사이언스파크

마곡나루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준공기념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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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스마트시티의 관문  마곡나루역

도시와 자연, 식물원과 공원을 하나로
친환경 스마트 시티의 랜드마크, 서울식물원

마곡나루역과 이어지는 서울식물원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도시생태공원으로 친환

경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마곡지구의 랜드마크이다. 세계 12개 도시 식물과 식물문화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식물원은 도시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농경지였던 마곡

도시개발지구 안에 조성되었다. 식물원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

닉 파크(Botanic Garden+Park)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순환기능을 갖추고 마

곡의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

가 선정한 <2021 IFLA 아시아-태평양 조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하철(마곡나루역-9호선·공항철도, 마곡역-5호선)로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강서 지역 풍경을 화폭에 담은 겸재 정선
마곡나루역 인근 궁산에 기념관 세워져

겸재 정선(1676-1759)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관념적인 남종화에서 벗어나 조선의 실제 풍경

을 담은 진경산수화를 확립시켰다. 우리가 늘 친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천 원 권 지폐 뒷면에 

그의 작품인 <계상정거도>가 수록된 것도 그가 이룬 미술사적 공헌의 크기와 무관치 않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65세 무렵 원숙한 경지에 올랐는데, 이때가 바로 정선이 양천현의 현

령으로 근무하였던 때이다. 양천현은 오늘날의 강서구 일대를 관할하던 지역으로, 겸재 정선

기념관이 위치한 궁산 아래는 정선이 5년 동안 근무했던 양천현아(陽川懸衙)가 있던 곳이다. 

양천현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병연과 시화를 교환하며 기념비적 역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곡나루의 모습이 담긴 <경교명승첩>이다.

서울식물원 전경

겸재 정선이 한강의 풍광에 취해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는 궁산 소악루

미술관 내부겸재정선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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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되어 꽃이 되다 마산역

1927.04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43.12 마산역을 폐지하고 

 마산부두역으로 변경

1977.12 구마산역, 마산역, 북마산역을 

 통합하여 현 위치에 역사 준공

2006.07 보통역으로 조정

2010.12 고속철도 운행개시

 선상역사로 역사 증축

연혁                                                        

세 곳에서 출발한 하나의 마산역

1905년 마산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다. 당시 마산역은 항만과 인접한 곳에 자리하여 육

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군용철도로 역할 하였으며,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

은 1927년이었다. 조선 7대 도시로 꼽힐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개항도시 마산에는 3

개의 역이 있었다. 현재의 육호광장에 위치했던 구마산역과, 노산동의 북마산역, 그리고 

월포동에 있었던 마산역이다. 1977년 경전선 마산 시내 구간 이설로 인해 구마산역, 북마

산역, 마산역이 하나의 마산역으로 통합되면서 과거의 역사가 위치했던 곳에는 역사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남았다. 새로운 역사가 

신축된 합성동은 당시 아무것도 없는 벌판

이었지만, 역사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고 2010년 12월, 

경전선 복선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KTX

마산역이 출발하였다.
북마산역 전경

역사에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 

2013년 2월 6일 마산역 광장에 ‘가고파 노산 이은상 시비’가 건립되었다. 마산에서 태어난 

시인의 비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알린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생전 반민주주의적 행

적이 있었던 인물의 노래비 건립에 갈등이 이어졌고 크레인을 동원한 철거, 페인트칠 등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3년 11월 이은상 노래비를 반대한 단체들은 바로 그 

옆에 마산수호비와 시인의 반민주주의적 행적을 고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마산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특별한 의미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의거

를 일으켰던 마산은 1979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 1979년 10월, 마산역 

앞은 정치탄압중단과 유신정권타도를 외치는 시위대와 계엄군이 충돌하여 유신체제 종결

을 이끌어냈던 부마 민주항쟁의 현장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중요 민주항쟁으로 평가받으며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민주성지 마산수호비

마산 항쟁 당시 마산역에서 벌어진 시위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경남대 구내의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노산 이은상 시비

구마산역 전경 1960년대 옛 마산역 1977년 통합 마산역사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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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되어 꽃이 되다  마산역 

행복한 폐선로,  임항선 그린웨이

마산에서 진주 방면으로 연결되는 철길이 개통되면서 경남선이 마산선과 통합되었다. 이후 

마산역 이전으로 기존의 마산선 철길은 도로로 메워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임

항선 철길이다. 임항선은 마산합포구 마산세관에서 마산회원구 석전동 인근까지 옛 마산 도

심을 관통하는 철길로, 항구에 닿은 배의 짐을 기차로 옮기기 위한 선로로 부설되었다. 1977

년 이후에는 석탄이나 군수물자 등을 운반하는 화물전용철도로 역할 하였지만 도로교통의 

발달로 2011년 2월 결국 폐선되고 만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했던 임항선은 오

늘날에도 여전히 길이다. 그대로 보존된 철길 양 옆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수와 쉼터를 

설치하여 철도와 함께하는 그린웨이로 탄생한 것이다. 

마산철도의 역사를 따라가다.

북마산역이 위치했던 노산동의 이름은 노비산에서 유래되었다. 야트막한 산의 모습이 말을 

끄는 노비와 닮아 붙은 이름이다. 이 노산동에 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진 벽화들을 

따라 내려가면 옛 모습을 하고 있는 북마산역과 구마산역을 만날 수 있다. 1977년 사라진 북

마산역과 구마산역을 모형으로 복원하여 마산철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꾸며 놓은 

덕분이다. 또한 기차레일을 활용한 독특한 육교로 철길의 역사를 표현했다. 그 철길 위에 들

어선 또 다른 명물이 바로 철길시장이다. 옛날 기차가 달리던 철길이 시장의 의자가 되고, 상

인의 좌판이 되는 곳. 비록 개발로 점차 그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옛 마산의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순종황제와 모던보이가 다녀간 마산

경부선 최초의 지선 철도인 마산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서 그 길이가 짧기는 했지만 부산의 

경제적, 군사적 배후지였던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철도였다. 실제 조선시대 말 경 

경인철도가, 경원철도가 등 우리나라 주요 철도창가와 함께 마산행진곡(철도100년 가요

집 출처)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마산 지역에 들어선 철도는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9년 1월 10일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마산 

행차이다. 황제가 타고 있는 옥차가 도착한 월포동 옛 마산역은 단순한 직사각형 구조에 

일식 기와를 얹은 단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6년, 우리나라 대표 시인이자 모던

보이였던 시인 백석이 통영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다녀간 곳도 바로 마산의 역사

(구마산역)였다. 

1909년 순종황제 마산순행 모습(사진=경남도교육청)

모던보이 백석의 젊은 시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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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마을의 맷돌역사 마석역

1939.07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0.06  한국전쟁으로 역사 소실

1958.12  역사 신축 준공

2008.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2010.12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연혁                                                        

맷돌과 확 트인 유리외벽의 조화

마석역은 1939년 7월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

되어 1958년  단층 건물의 역사가 새로 지어졌다. 박이 열리고 꽃이 피는 시골 정취가 물

씬 풍기던 옛 마석역. 이후 2008년 12월에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역사를 이전, 2년 뒤

인 2010년 12월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되었다. 새로운 역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맷돌을 닮은 모습으로, 맷돌과 함께 도심을 관통하는 열차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맷돌을 

형상화하였지만 투명한 유리 외벽과 넓은 맞이방을 도입하여 탁 트인 전경의 개방성을 높

인 것이 특징이다.

산도 맷돌을 닮은 맷돌의 고장

마석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산성리 일부와 계전리를 병합하여 탄생한 곳으

로, 송라산과 천마산이 마을 주위를 감싸고, 마석우천이 흐르는 고장이다. 마석이란 맷돌

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맷돌이 많이 생산되던 고장으로 여기에 마을의 길이 돌아

서 생겨 모퉁이, 모루의 뜻을 가진 지명어미 ‘우’가 쓰여 마석우라고 불리게 되었다. 특히 모

루의 옛 표현 ‘모로’는 작은 동산을 뜻하기도 하는데, 옛 마석역사 뒤의 동산인 송라산이 맷

돌을 닮았다 하여 맷돌 모양의 산 곁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승무>의 조지훈 시인과 흥선 대원군이 잠든 곳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언젠가 돌아

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을 닮았다. 조선시대 고종의 아버지이자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가 흥

선대원군이 마지막 묻힌 곳이 바로 마석역에서 약 1.5km 떨어진 공덕리이다. 그리고 마석

역 뒤편 언덕에 잠든 조지훈 시인.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시 <승무

>로 대표되는 조지훈 시인은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까지 시대의 격동기에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건넸던 시인이다. 한국전쟁으로 아버지가 납북되고 어머니를 잃는 아픔 속에서도 

1968년 49세로 일기를 마칠 때까지 전통적인 운율과 선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으며, 이후 

생전의 유지에 따라 어머니 곁인 남양주에 묻히게 되었다. 역사 앞에 건립된 조지훈 시인

의 시비를 통해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송라산에서 내려다 본 남양주 송라산 등산로

흥선 대원군의 묘마석역 조지훈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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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을 바라보다 만종역

1942.04 중앙선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64.01 보통역으로 승격

1964.09 역사 신축 준공

2007.06 여객 취급 중지

2017.12 고속철도 만종역 영업개시

연혁                                                        

옛 지명 망종을 모티브로 망원경을 형상화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를 이용해 강원도에 도착하는 첫 번째 역이다. 만종역은 1942년 배

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1964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여 2007년까지 여객 업무를 담당

해왔다. 그리고 2017년 경강선 개통으로 새로운 역사로 여객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강원

도의 시작과 끝, 그 경계에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바라보는 역사. 만종의 원래 지명은 망

종으로 앞에 비로봉을 바라본다는 의미였다. 역사는 이런 망종을 모티브로 자연을 향하는 

망원경을 형상화하였으며 지붕선으로 강원도의 산세를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유리 커튼월과 아트글라스가 아름다운 역사

만종역사는 연결통로에 유리 커튼월을 사용, 망원경다운 공간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동

시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또한 코스모스 

축제가 표현된 아트글라스를 통해 옛 만종역을 계승하고 원주 시목인 은행나무를 벽면에 

표현하였다.

코스모스 활짝 핀 옛 만종역의 추억

원주-강릉 간 KTX 개통으로 신 역사에게 임무를 넘겨준 구 만종역. 1964년 지어진 구 만

종역사는 특히 가을 코스모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

는 옛 만종역은 1964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지만, 처음 간이역으로 출발했기 때문인지 삼

각 박공지붕에 벽돌 외벽, 그리고 녹색 지붕이 간이역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크진 않지

만 그래서 더욱 코스모스와 잘 어울리던 곳이다. 여객 보다는 유류 수송을 주 업무로 하던 

역사이지만 유달리 주민들과 살갑고 친숙했던 역사. 그 이유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역사 

본연의 의미를 지켜온 철도인들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년 가을 옛 만종역은 코스

모스와 어우러지는 지역 축제의 장이 된다. 

옛 만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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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쉬어 가는 곳 망우역

1939.04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40.06  배치간이역으로 승격

1942.12  보통역으로 승격

1958.12  역사 신축 

1993.09  역사 증·개축

2005.12  수도권전철 개통(청량리~덕소간)

2010.12        수도권전철 경춘선 개통

2014.12        경의·중앙선 개통

연혁                                                        

청량리-성북-망우를 연결하는 삼각선의 주역 

망우역은 1939년 중앙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뒤이어 1940년에 배치간이역, 

1942년 보통역으로 연이어 승격하였다. 옛 망우역은 260㎡의 규모의 벽돌조 슬레이트 단

층으로, 여객수요가 많았던 역사는 아니었지만, <철도요람집, 1993>에 따르면 직원만 58

명이었을 만큼 화물 운송에 매우 중요한 역사였다. 특히 망우역과 경원선 분기점인 광운대

역(옛 성북역)을 잇는 망우선은 1963년에 준공한 화물선으로, 청량리, 성북, 망우를 연결하

는 삼각선으로 무연탄 등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망우역은 KTX가 상봉

역과의 사이에 연결되고, 중앙선과 경춘선 환승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이자 미래지향적인 

역사로 성장하였다.  

태조 이성계와 어사오망우이(於思吾忘憂以)

망우지역의 지명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

계가 자신이 죽은 뒤에 묻힐 곳을 찾기 위해 전국에 지관을 파견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동

구릉 터를 찾아 ‘만년유택’으로 지정한 후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이다. 환궁하는 길에 현

재의 망우리 고개에 이르러 '어사오망우이(於思吾忘憂以, 여기서 내 근심을 잊을 수 있었

노라.) 라고 이야기하여, ‘망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근현대사의 거장들을 만나는 망우리공원

망우 지역의 지명 유래 때문일까. 망우공원은 1990년대까지 망우리 공동묘지로 불리던 곳

으로,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동묘지이다. 1930년대 경성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

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태원 묘지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망우산을 매입, 1933

년부터 172만㎡에 묘지를 조성했다. 이런 연유로 망우리공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

적 위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야외 문화 역사 박물관이다. 만해 한용운, 유관순 열

사를 비롯, 여러 독립운동가와 화가 이중섭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모셔져 있다. 

현재 자전거길과 둘레길, 다양한 생태환경공원이 꾸며져 있다. 

망우리공원의 노고산 취장비

옛 망우역

망우리공원13도 창의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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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죽머리 낚시터 망포역

삼성디지털단지 인접해 이용객 붐벼

망포역은 분당선(오리~수원 구간) 19.5㎞ 복선전철 공사 중 기흥역∼망포역 간 

7.3㎞ 구간 개통에 의해 2012년 12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2020년 수원

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개통으로 분당선과 직결되어 수인분당선 역사가 되

었다. 실제 역사는 영통동에 자리하고 있지만 망포동과 영통동의 경계지점에 위

치하여 처음 계획 당시에는 방죽역이라 불리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망포역, 벽적골역 등을 후보로 설문을 진행, 

최종 망포역으로 결정, 오늘에 이르렀다. 삼

성디지털단지가 인접해 있어 분당선 중 수

요가 높은 역사로 꼽히며, 기존에 있었던 

태장 지하도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만든 것

이 특징이다. 

2012.12 분당선 개통으로 영업개시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마을에 방죽이 있어 방죽머리, 망개, 망포로 불려

망포동은 조선 시대 때 마을에 방파제, 방죽이 있어 방죽머리, 망개, 망포라고 한 데서 유래

된 지명이다. 방죽이란, 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으로 농업중심사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여 전국에 이와 관련된 많은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망포 역시 방죽머리에서 그물로 물고기 낚시를 하던 곳에서 유래

된 지명이다. 오늘날에도 물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 수원

시는 역사 인근에 자리한 방죽공원을 포함한 지역 내 여러 공원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망포역

영통역
삼성미래
기술캠퍼스

맨발공원

방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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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아래 작은 무인역 매곡역

1968.09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72.08  역사 신축 

2008.03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2012.08  현 역사로 신축 이전

2012.09  중앙선 용문-서원주간 

 복선전철 개통

연혁                                                        

1968년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출발
더위 피해 찾아오는 주민들의 사랑방

매곡역은 1968년 9월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1972년에 이르러 역사를 준공하

였다. 과거 역사는 108㎡ 넓이의 벽돌조 슬레이트 단층 역사로 현재의 매월2리 마을회관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2012년 8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약 1.3km 떨어진 현재

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5년부터 무인역으로 운영되어오던 매곡역은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무인역이다. 선로 아래 지어진 작은 선하역사. 하지만 때로는 더위

를 피해 찾아오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때로는 양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쉼

터로 역할하고 있다. 

석곡천과 매월천이 만나는 곳
2017년 국립 양평 치유의 숲 개장

매곡역사가 들어선 매월리는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어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각 마을의 일부를 합쳐 설매, 월은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 지은 이름이다. 같은 양평에 매곡산과 매곡마을이 있지만 매곡역과는 한

참 거리가 멀다. 석곡천과 매월천이 만나는 곳, 양평 시내와 거리만 34km, 매곡역과도 약 

3.8km 떨어져 있어 인적이 드문 산골에 2017년 국립 양평 치유의 숲이 들어섰다. 그만큼 

깨끗한 숲과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으며 수도권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온열 치유실과 명상 움막 등 다양한 치유시설과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양평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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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효행길 매교역

2013년 11월 수원의 원도심에서 개업

매교역은 2013년 11월 30일 분당선의 전 구간 연장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

였다. 이후 2020년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며 수인분당

선이 탄생,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는 지하 3층 규모로, 역명은 수원천의 다리

에서 유래되었다. 바로 조선시대 정조가 혜경궁을 모시고 화산 현륭원(사도세자

의 묘) 참배 길에 건넌 다리, '매교(梅橋)'가 그것이다. 역사는 수원의 원도심에 해

당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기존 주택가와 수원

천의 영향으로 비교적 깊게 설계 된 것이 특징이다. 

2013.11 분당선 연장개통으로 영업개시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정조가 건넌 사도세자 참배 길 '매교(梅橋)' 
매산로 인쇄골목은 오랜 지역문화의 중심

역명과 지명에 유래가 된 매교는 본래 매산교(梅山橋)로 불리었으나, 정조 때에 이르러 이

름을 '매교'로 바꾸고 표석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표석이 소실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수원시에서 정조가 현륭원을 참배하던 길을 따라 조성한 ‘효행길’을 

따라 그 효심을 느껴볼 수 있다. 실제 왕이 오가던 길목이었던 만큼 매교동 일대는 수원부

가 수원시가 되기까지 약 300여 년간 행정의 중추를 맡아오던 곳이다. 최근까지도 수원법

원과 검찰청(1952~1956년), 수원시청(1956~1987년) 등 각종 행정기관이 모여 있었으며 

매산로(매산동, 교동) 인쇄 골목이 1930~1970년대 문화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기도 하

였다. 이후 세월이 지나며 인근 신도시들이 발달하며 점차 쇠락하였지만 최근 매교역과 함

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매교역
수원역

수원향교

팔당공원 못골종합시장

수원
올림픽공원

매산동 인쇄골목

부국원

매산초등학교 앞수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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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시티의 관문 매탄권선역

2013년 분당선 전 구간 연장 개통과 함께 출발

매탄역은 2013년 11월 30일 분당선의 전 구간 연장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

였다. 이후 2020년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개통하며 분당선과 직결

되어 수원-분당, 왕십리역, 청량리역을 잇는 수인분당선 노선이 탄생하게 되었

다. 처음 공사당시에는 매탄동 지명을 따서 매탄역이라 불리었으나 역사가 권선

동과 매탄동의 경계에 위치하여 매탄권선역, 권선매탄역, 삼성디지털역 등의 후

보군 가운데 역명 투표를 진행,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지하 3층 규모로, 

영통구 하동에서 발원하여 황구지천으로 합류하는 원천리천과 인접하여 비교적 

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13.11   분당선 연장개통으로 영업개시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예로부터 일하기 좋은 명당으로 손꼽혀
삼성전자의 본사, 삼성디지털시티 위치

매탄동 지명은 ‘매여울’의 한자표기로, 매탄동과 매교동 경계에 있는 매봉에서 시작된 물줄

기가 여울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자그마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

어 산드래미라고도 불리었으며 예로부터 사람이 일하기 좋은 명당으로 손꼽히던 곳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큰 축인 삼성전자의 본사, 삼성디지털시티가 자

리하고 있다. 권선구는 고려 말 이고라는 선비가 팔달산에 은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 것을 권했다는 것에서 유래하는데, 조선의 개창에 반대하여 두문동에서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치며 지조를 지켰던 두문동 72현의 한사람으로 전해진다. 세종 때에 석비를 그 

마을 입구에 세워 ‘고려효자 한림학사 이고(高麗孝子翰林學士李皐)의 비’라고 하였다.

매탄권선역

경기아트센터

삼성전자

신동수변공원

수원시농수산물
도매시장

매여울
근린공원

신동수변공원

신동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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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이 우는 사연 명봉역

1930.12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8.12  역사 신축 준공

2008.06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사계절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사랑받는 간이역
TV 드라마 <여름향기>의 촬영지로 유명

명봉역은 1930년 12월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58년 현재의 역사를 신

축, 준공하였다. 30㎡ 규모의 부대건물을 갖춘 108㎡ 규모의 벽돌조 기와 단층의 역사로 

화물홈을 갖추고 있어 규석에 한하여 화물을 취급하기도 하였다. 주변 교통이 매우 불편하

고 역 근처에 25‰의 급경사 구간이 있어 계속 역무원을 배치하여 영업하였으나 2008년

부터 무배치간이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여름향기>의 촬

영지로도 유명하다. 오늘날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단풍, 눈꽃이 피어나는 역으로 간

이역 정취를 사랑하는 관광객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암·수 봉황이 서로 그리워하는 울음소리

역명은 동명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봉화(鳳化)리를 통합

하는 과정에서 울 명(鳴)과 새 봉(鳳)을 써서 명봉리라 부르게 되었는데, 풍수학적으로 볼 

때 명봉천을 사이에 두고 암·수 봉황이 서로 그리워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형국이라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 봉동(鳳洞)마을은 마을 뒷산의 모양이 숫봉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봉화(鳳化)마을은 마을 뒷산의 형국이 암봉형(鳳型)이라 하여 생긴 지명

이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 곳’

명봉역에는 모녀 조각상을 닮은 아담한 시비가 세워져 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로 대중

에게 널리 알려진 문정희 시인의 시 <명봉역>이다. 문정희 시인의 고향은 보성 노동면 학

동리다. 명봉역으로부터 불과 10분 거리에 있어 어려서부터 기차의 기적소리를 가까이 들

을 수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로 올라와 살면서 주말이나 방학 때가 되면 명봉역에

서 내려 고향집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기차를 타러 역으로 가는 길에는 늘 어머니가 동행

했고, 그렇게 어머니와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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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늦둥이 명학역

1974.07 역사 신축 준공

1974.08 경부선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83.08 운전간이역으로 승격

1998.01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

연혁                                                        

수도권 전철 개통과 함께 개업한 경부선 늦둥이

명학역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경부선의 전철역으로, 1974년 역사 신축 준공에 이어 

같은 해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과 동시에 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당시 역

사는 533.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건물로 1974년 서울-수원 간 전철개

통과 동시에 역사가 건설되었고, 1976년 명학국교, 중앙병원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1983년 승격하였다가 1998년 무배치간이역으로 다시 격하되었다. 인근에 

부역명인 성결대를 비롯한 여러 학교가 위치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명학바위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과 역명
슬피 울다 날아간 학이 머물렀던 자리

명학 지명은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沈器

遠1644)이 비산1동 수푸루지(林谷洞) 뒷산에 부친의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돌 밑에 학

(鶴)이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 한 마리는 오미산(鳥尾山) 뒤로 날아갔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의 안양경찰서와 명학국민학교 사이에 있는 바위에서 슬피 울다 날아가, 이 바

위를 학이 울었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불렀으며 마을 이름도 바위 이름을 취해 명학동

(鳴鶴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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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항구의 기적소리 목포역

1913.05 호남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목포~학교간 개통) 

1914.01 호남선 목포~대전간 개통

1979.07 역사 신축 준공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2013.12 삼학도선 폐지

연혁                                                        

대한민국 가장 서쪽에 위치한 호남선 시종착역

목포역은 1913년 5월 15일 대한민국 가장 서쪽에서 약 33만㎡(1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한 

대지 위에 약 400㎡(120평)의 정거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호남선의 시종착역이다. 옛 목

포역은 일본식 모임지붕에 유럽식 건축장식이 첨가된 의양풍의 외관을 한 건물로, 조선을 

지배하고자 한 일제의 야욕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호남선은 대전부터 목포를 

연결하는 252.5km의 철도로 호남지방의 서부 평야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 목적이 중요했던 경부, 경의선과는 달리 곡창지대를 관통하는 철길로 1896년부터 

프랑스에서 철도부설을 요청했을 만큼 경제적 이점이 컸다. 때문에 대한제국 역시 1898년 

호남선 관설안을 의결하여 서울에서 목포에 이르는 독자적인 철도를 부설하고자 노력하

기도 하였다. 오늘날 목포역은 영산강과 인근 다도해, 신안군, 진도군을 가기 위한 승객뿐

만 아니라 제주도, 흑산도, 홍도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1979년 신축, 준

공에 이어 2004년 KTX 운행을 위한 증축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1912년 목포역 재현 모형

‘목포의 눈물’ 속 삼학도에도 기차가 다녔다. 

2014년, 목포역과 삼학도를 잇는 철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삼학도선은 1965년 12월 

석탄과 곡물, 목재, 면화 등을 수송하기 위해 태어난 지선으로 2011년 12월까지 화물열차

가 오가던 철도였다. 하지만 주택과 철도 사이의 거리가 10m에 불과해 소음과 사고위험이 

크고 철길노후로 인한 비용 증가로 2012년 시멘트회사에 공급하던 석탄을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다. 삼학도선이 위치했던 삼학도는 1935년 가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 등장하여 명성을 얻었던 곳으로, 본래 목포 동쪽 앞바다에 나란히 있던 3개의 섬이

었지만 간척공사에 의해 그 이름만 남고 뭍으로 변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

면서 채석장과 공장들이 들어서 아름다웠던 풍광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삼학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인

을 그리워하다 학으로 변한 세 명의 여인의 영혼이 어렸다는 섬의 전설을 이어 사랑 고백

을 위한 연인들이 찾는 낭만의 공간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목포역 구내의 호남선 종착역 표지석

삼학도쪽에서 바라본 유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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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앞바다 고하도에 목화가 피다.

목포라는 지명은 나무와 목화의 생산지 또는 배들이 오가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의 무시(물)개가 목개로 바뀌었고, 이것이 한자로 옮겨지면서 목포

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인 와카마츠 도사부로

가 대한제국 목포영사로 부임하면서 미국산 육지면(목화) 재배가 목포 고하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02년이었다. 당시 일본은 습한 기후 때문에 목화솜이 부패하여 미국산 

육지면 재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목포에 목화를 재배할 수 

있도록 권업모범장을 세우고 전국에 목화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수탈을 위한 철도와 항만을 

정비하면서 무안현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목포가 조선 4대 도시로 성장, 근대 목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근대역사의 기록 그 자체, 목포근대역사관

1900년 목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였을까? 당시 보기 드문 2층 건물에 흰색 벽돌로 만

들어진 수평 무늬, 붉은 벽돌과 흰 벽돌이 번갈아 배치된 창문 아치와 그리스 양식 지붕의 일

본목포영사관은 목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을사늑약 

이후 이사청, 시청을 거쳐 1990년까지 목포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년에는 드라마 <호텔델루나>의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시내의 전경과 목포 앞바다가 

그대로 밀려 들어올 것 같은 풍경 속의 오래된 책들, 그 도서관은 더 오래전 목포의 사진과 

기록을 담아내는 목포근대역사관이 되어 목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고 있다. 

또한 목포근대역사2관으로 운영 중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본래 나주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1920년 목포로 옮겨온 것으로 광복 이후 해군 목포경비부와 헌병대로 사용되다 방치

되던 건물을 2006년 개보수를 통해 다시 꾸민 것이다. 이처럼 목포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

기 침탈의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총탄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어 목포와 우리나라

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대역사자료 그 자체가 되었다.

목포역에서 출발하는 지붕 없는 근현대박물관 투어

목포의 4대 명물 중의 하나인 물지게꾼 옥단이는 목포출신 극작가 차범석에 의해 연극    

<옥단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옥단이는 일대 허드렛일을 도우며 살아갔던 실존 인

물로 옥단이가 다니던 그 길이 목포역에서 출발하는 목포 구도심 여행의 이정표가 되어주

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개별 건물이 아닌 지역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첫 번째 사

례로 일제강점기 주요 관공서 건물들을 비롯한 개항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달

산 남쪽의 해안 지역이 등록문화재 제718호에 지정되었다. 목포근대역사거리 지정에 따라 

일본 영사관과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유달초등학교 강당 등 기존 문화재와 함께 새롭게 

지정된 문화재들이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장 3.23km로 왕복 40

분간 다도해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장하면서 목포의 새로운 출발

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달산의 기암괴석들은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그중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군량을 쌓아 놓은 것처럼 속여 왜

적을 무찔렀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면화가 가득 쌓여있는 목포항

유달산 케이블카

축제에 등장한 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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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05 호남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19.06 역원배치간이역으로 승격

1927.03 역사 신축 준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승격

1950.11   한국전쟁으로 배치간이역으로 

 변경

1951.07 보통역으로 승격

2001.11 호남선 복선화로 역사 신축 

 이전

연혁                                                        

1913년 호남선의 간이역으로 출발
한때 10여 명의 역무원이 근무하기도 

몽탄역은 1913년 호남선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1927년 역사가 신축된 이후 

화물과 소화물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잠시 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으나 곧 다시 보통역으로 승격되었으며 여객수송업무를 주

로 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호젓한 시골 역사이지만 과거에는 근무했던 역무원만 10여 명

이 넘었다던 몽탄역. 2001년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현 위치에서 새로운 역사로 새롭게 준

공되었다. 

마을의 중심에서 문화공간이 되다
역사 천장에 호남선의 다양한 볼거리 담아

보통 외곽으로 이설된 다른 역사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마을 가운데 위치한 몽탄역은 삼각

형 지붕과 독특한 모양의 지붕 창이 인상적이다. 내부 천장에는 인근 호남선의 다양한 볼

거리와 명소들 사진이 큰 원을 그리고 있다. 철도가 유일한 교통편이었던 시대를 지나며 

여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주민들을 위

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몽탄역 맞이방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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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여울에 울려 퍼지는 갈대피리소리

몽탄, 꿈 여울이라는 뜻의 몽탄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왕건이 견훤

에게 쫓겨 퇴각하던 중 영산강이 범람하여 포위당했는데, 이때 꿈에 나타난 노인의 “썰물

로 물이 빠진 여울을 건너라”는 말을 듣고 영산강을 건너 견훤군을 대파할 수 있었다고 한

다. 영산강 하굿둑이 축조되기 전 주요 어항으로, 많은 고깃배가 오가는 몽탄나루가 유명

하였지만 몽탄나루 아래 몽탄대교가 건설되면서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다. 

영산강 제2경 몽탄노적

오늘날에는 나루터 흔적만 남아있지만 조선 중기 때 지어진 식영정과 500년 넘은 팽나무, 

푸조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산강 제2경이라 불리는 몽탄노적(꿈여울에 울려 퍼지

는 갈대피리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래 남해안에서 내륙으로 접어드는 길목으로 물살

이 세찬 곳이라 큰 여울이라 부르던 것이 꿈으로 변하면서 몽탄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몽탄역은 1년 365일 기억저장소

2017년, 몽탄역에 호남선 추억의 몽탄 철도마을축제가 열렸다. 철도와 주민들의 삶을 그린 

창작극과 노래콘서트, 노래자랑 등 문화공연과 함께 기차 모형 만들기, 레일바이크 등 풍부

한 체험거리도 함께했다. 축제가 아니더라도 1년 365일 몽탄역은 기억저장소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차 밖으로 밀려 떨어진 이야기, 석탄연료를 몰래 술과 교환하던 화부들 이야기, 

역 인근에 막걸리집이며 밥집이 즐비했던 옛 이야기들이 역사 벽면에 옹기종기 모여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 

승객이 많아 기차 밖으로 밀려 떨어진 이야기

석탄연료를 몰래 술과 교환하던 화부들 이야기

역 인근에 막걸리집이며 밥집이 즐비했던 옛 이야기

“ ”

몽탄역 맞이방

몽탄역 인근을 흐르는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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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나루의 추억 무안역

1913 사창역. 1985 무안역. 

1913년 사창역이란 이름의 호남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1985년 무안역으로 이

름을 바꾸면서 동시에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사창역이란 역명은 위치한 마을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에도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창마을은 영산강을 앞

에 두고 뒤쪽으로 너른 들이 있어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과거 무안역이 아닌 사창역이던 시절, 사창역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학다리에 있는 교량이 

너무 멀어 사창나루에서 나룻배를 이용하곤 했는데, 영산강 강바람이 심하게 불기라도 하

면 승객들이 열차를 놓칠까 애를 태우곤 했다고 한다. 1985년 신설된 호남선 선로가 무안

읍을 지나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창역을 무안역으로 개칭하였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 

무안 시내는 제법 떨어져 있다. 1985년에 지어진 적벽돌의 네모난 2층 역사를 거쳐 2001

년 오늘날의 역사가 들어서게 되었다. 

1913.05   호남선 사창역으로 영업개시

1985.08    역사 신축 이전

           보통역으로 승격

           무안역으로 역명 변경 

2001.12 현 역사로 신축 이전

연혁                                                        

열사들이 잠든 사창마을 

무안역 인근 사창마을. 소가 영산강을 바라보고 우는 형상이라는 우명산 앞 우산사, 그리

고 조금 떨어져 있는 비석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비석이 많다는 의미로 

비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나라를 위해 순국한 열사들이 잠든 땅이다. 정유재란 당

시 1천여 명의 의병들이 들고 일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왜적과 싸워 백성을 지키고자 하였

으며 이후 호남지역의 의병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밀리터리테마파크와 무안공항역

역사 앞에 위치한 무안의 상징, 양파 구조물. 그러나 무안의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밀리터리테마파크이다. 밀리터리테마파크는 무안역 맞은편에 위치, 몽탄면 사창리 출신 

전 공군 참모 총장이 사재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용기를 비

롯한 실물항공기 12대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체험장

도 설치되어 있다. 실제 무안은 1994년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의거, 국토의 균형 발전

을 위한 호남지역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항공거점도시이다. 이에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사업 노선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을 추진, 호남선의 고속철도망과 국제공항

인 무안공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남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옛 무안역(사창역)

무안 우산사귀암 김충수 순절비

무안국제공항 밀리터리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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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소리 즐거운 묵호역

1961.05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8.12 역사 신축 준공

2005.07 동해-강릉간 전철개통

2020.03  고속철도 운행개시

연혁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드는 곳

까맣게 보일 만큼 깊고 푸른 바다, 그리고 물새가 많은 고장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조그마한 역사. 묵호역은 동해역과 망상역 사이에 있는 영동선의 기차역으로 1961년 5월 

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현재의 역사가 지어진 것은 1988년 12월 15일이다. 삼척의 

무연탄을 묵호항으로 반출하기 위한 묵호항선의 종착역이다. 까만 석탄과 어울리는 묵호

역의 역명은 사실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드는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알고 

보면 분위기 있는 이름이지만 다소 무거운 느낌의 이름이기도 하다.  

정동진역 때문에 억울한 역
진짜 서울의 정동쪽은 묵호역

어쩌면 묵호역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바로 정동진 때문이다. 서울의 정동쪽이라던 정

동진보다 사실 묵호가 서울의 정동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역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의 

정동진역보다 묵호역이 숭례문에서 훨씬 정동쪽에 가깝다. (숭례문 위치 기준:37.559568, 

126.9731133 /정동진역: 37.6914632, 129.0304833 /묵호역: 37.5467342, 129.1055373). 

그러나 묵호역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2020년 3월부터 영동선 KTX가 이 역에 정차하기 때

문이다. 비록 역사는 1988년 지어진 옛날 그대로지만 승강장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작은 KTX 정차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묵호역에 진입하는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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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소리 즐거운  묵호역 

경찰 역사 순례길 중 하나인 묵호역
선로를 걷는 취객 구한 순직경찰 추모 공간

경찰 역사 순례길은 국민과 나라를 지켜온 경찰들의 정신과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들

로 이루어진 전국 41개소의 경찰 역사 유적지이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묵호역이다. 1963년 6

월 11일, 묵호역 순찰 중 술에 취해 선로를 따라 걷고 있는 취객을 구하고 순직한 심연수 순경

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 열차가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에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민의 생

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의 진정한 경찰 정신은 경찰을 꿈꾸는 후배들과 역을 오

가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다른 모습 다른 매력, 묵호의 낮과 밤

묵호의 낮과 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서 실시한 논골담길 프로젝트로 탄생한 논골담길 벽화마을. 좁고 투박한 골목길에 직접 마

을의 어르신들이 채색을 맡아 완성한 벽화마을은 바닷가마을의 풍경과 일생을 바다와 함

께한 마을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어 소박하고 정감 있다. 반면 어둠과 함께 조금씩 드러나

는 묵호의 야경은 아름다우면서도 애달프다.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묵호등대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묵호등대는 1968년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요 촬영지로 

1963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2007년 24m의 높이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묵호항 해안에 가

장 높은 곳에서 동해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동해바다와 두타산, 

청옥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 묵호동쪽바다 중앙시장과 

묵호야시장은 묵호지역의 전통 먹을거리와 새로운 먹을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의 

중심이다. 



397396 한국의 철도역 철도역 이야기

ㅁ

묵
호
항
역

묵호항의 물류담당 묵호항역

1940.07  영동선 묵호역으로 영업개시

1962.11  역사 신축 준공

1970.01  묵호항~묵호 간 연결선 개통

1996.12  현 역사 준공

연혁                                                        

오징어 먹물 마를 날 없이 바빳던 원래 묵호역

과거 동해안 제1의 무역항이자 어업 전진기지였던 묵호항은 오징어 먹물이 마를 날이 없

을 정도로 바쁜 곳이었다. 1936년 삼척 일대의 무연탄을 실어 나르던 조그만 항구가 1941

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면서 일대의 중심 항구로 성장한 것이다. 그 묵호항 인근에 위치

한 화물역이 바로 묵호항역이다. 그러나 사실 묵호항과 가장 가까운 역은 묵호역이고, 묵

호항역은 오히려 천곡항에 더 가깝다. 역사 위치와 이름이 조금 이상한 이유는 과거 묵호

항역이 묵호역이었기 때문이었다. 1940년 7월 31일 영업개시 당시 여객도 오가던 묵호역

이었던 역사는 1961년 동해-옥계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묵호항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화

물만 취급하게 되었다. 현재의 역사는 1996년 준공된 것으로 여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광장이나 시설 없이 길옆에 바로 붙어 있어 역명판을 보지 못하면 언뜻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물류기지로 성장한 묵호항역

묵호항선은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역과 묵호역 사이에 부설된 철도로 묵호항을 경유하여 

항만인입선의 기능을 하는 5.9km의 철도이다. 1968년 1월에 착공하여 그해 12월에 완공

되었다. 삼척지방의 무연탄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수송에 특히 중점을 두었었던 

철도로 2008년 기준 90만여 t의 화물이 오가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역 앞 식당 주인이 기증한 
제주도 출신 돌하르방 수호신

묵호항역엔 제주도 출신 돌하르방 수호신이 있다. 제주의 돌하르방이 바다를 건너 역에 자

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오징어와 명태가 많이 잡히던 묵호항, 그러나 연이은 흉

어에 묵호항역 앞바다에 방파제까지 건설되자 어민들은 하나둘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

났다. 그러던 중 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민이 식당

을 그만두면서 이 제주 돌하르방을 역에 기증한 것이다. 

오래전 제주 여행에서 한눈에 보고 반한 돌하르방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가 여러 차례 애원 끝에 육지로 데려와 30

년 가까이 애지중지해오던 돌하르방이었다고 한다. 이에 

묵호항역 직원들은 역 입구에 기단을 만들어 돌하르방을 

세웠는데 그간 받은 사랑과 마음 덕분인지 오늘날까지 철

도의 발전과 안전,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

한 수호신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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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의 역사 문산역

1906.04 경의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53.07 경의선 종착역이 됨

1972. 철도중단점 표지판 설치

1979.12 철도중단점 표지판 

 판문각으로 이전

1984.10 역사 신축 준공

1998.06   옛 역사 소실

2000.     현 역사 준공 

2009.07   수도권전철 경의선 운행개시

 (서울-문산)

연혁                                                        

전쟁과 수해를 이겨낸 역사(歷史)의 역사 

1984년 신축되었던 옛 문산역은 기와로 만들어진 팔각지붕 역사였다.  경의선의 주요역사

로 한국철도요람집(1993년)에 따르면 당시 연간 수입이 582백만 원으로, 경의선에서는 수

색역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근의 역들보다 2배에 가까운 수입이었다. 그러나 1998년 

수해로 역사가 소실되어 2000년 새로운 역사가 준공되었다. 2009년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이 개통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안보 관광의 새

로운 장을 여는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1996년, 1999년 여름에는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철로는 물론 역사도 소실

예로부터 파주지역은 임진강을 끼고 있으며 한양과 가까운 주요 물산지였다. 조선시대부

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강마포 나루에서 문산포 나루까지 소금과 새우젓을 황토돛배로 실

어 날랐다. 때문에 문산포를 끼고 있던 문산포장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내내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주요 장시였다. 하지만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잦았기 때문에 장마

철이면 주택가는 물론, 도시, 철도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1996년과 1999년 여름에는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에는 홍수

로 팔각지붕 형태였던 옛 문산역사의 일

부가 소실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수해방

지 공사로 소화물 영업을 금촌역으로 임

시 이전하고 2000년 새로운 역사가 준공

하여 2001년에 이르러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옛 문산역 팔각지붕의 옛 문산역

물에 잠긴 문산역과 문산시가지(사진=동아일보)

1960년 경의선 보통역으로 출발

문산역은 1906년 4월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경의선의 철도역으로,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선으로 인해 1953년 경의선의 종착역이 되었다. 1972~1979년 약 7년간 철도 중단점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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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의 역사   문산역 

옛 문산의 문자는 물이 밀려드는 곳을 의미

수해 예방의 염원으로 문산(汶山)에서 문산(文山)으로 개명

실제 문산의 문(汶)자가 서해로 내려가는 흙탕물이 밀려들어오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했

다. 이에 파주시는 대규모 수해 예방사업을 벌임과 동시에 도시의 낮은 지대를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 문산 한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

하여 기존 문산(汶山)에서 지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문산(文山)으로 정식 변경하였다. 문산

(文山) 명칭은 과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산의 북·서쪽을 임진

강이, 남부를 문산천이 흘러 임진강에 합류한다. 대체로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해발

고도 300m를 넘는 곳이 없으며, 서울을 대상으로 한 채소와 과실 등을 재배하는 근교농업

이 활발하다. 

호국영령 추모의 공간, 통일공원
휴전회담 당시 UN 종군기자 센터 자리

문산역 인근은 일제강점기 경의선 부설과 함께 임진면에 들어서면서 파주 군청이 이사 올 

만큼 지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곳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선 설치로 문산역이 

경의선의 종착역이 되면서 접경지역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주요 관공서들이 금촌역 인

근으로 옮기게 되었다. 실제 문산 일대의 기록에서 무장공비, 간첩 등과 관련한 기록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문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곳이 통일공원이다. 통일공원은 1973

년 육군 제1사단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휴전회담 당시 유엔 종군기자 센터가 자리하고 있던 위치이다. 전 세계에 한국전쟁을 알리

기 위해 종군하다 순직한 한국전 종군기자 추념비를 비롯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가 순직한 육탄 10용사 충용탑, 개마공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이유중 대령, 김민술 소위 기

념상 등이 세워져 있다. 

육탄 10용사 충용탑

통일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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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관문 물금역

1905.01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39.06 역사 신축 준공

1968.12 화물창고 준공

2003.09 현 역사 신축 준공

2006.05  양산화물선 개통

연혁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오프닝 장소 

물금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물금은 부산과 울산의 

사이에 위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양산의 관문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과거 역사는 1939년에 지어

진 것으로 녹색의 삼각 박공지붕과 차향, 수직창의 

모습을 한 전형적인 옛 간이역사의 모습을 하고 있

었다. 2001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

리에 상영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 오프닝의 주인

공이기도 하다. 2003년 지어진 새로운 역사는 본관

보다 높게 설계된 아치형 창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현대식 모습이다.  

물금역 황산육교의 황산공원 조망 일품

물금역의 스탬프 도장에 새겨진 양산타워는 양산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랜드 마크이다. 자

원회수시설 굴뚝에 설치한 시설로 전체 높이 160m로 6층에 위치한 양산시 홍보관은 360

도 회전과 함께 양산시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경부선 물금역 철길을 횡

단해 황산공원으로 들어가는 황산육교 또한 물금 신도시와 낙동강, 황산공원이 한눈에 들

어오는 명소이다. 물금의 옛 이름이 바로 황산이다. 

‘통행이나 물품 거래를 금(禁)하지 말라’

<엽기적인 그녀>의 명장면이 탄생한 오봉산 일대는 가야시대 철광석을 캐던 곳으로 철 

산지에서 항상 벌겋고 누런 녹물이 흘러내려 황산이라고 불렸다. 이렇듯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물금 일대 최소 3곳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점 때

문에 신라와 가야가 접경하며 전쟁이 나더라도 이곳에서만은 ‘금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물

금’이 되었다고도 하고, 낙동강이 굽이지는 곳이라 ‘물구미’에서 ‘물금’이 되었다고도 전해

진다. 

황산육교

영화 엽기적인 그녀

양산타워

황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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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마을 오손도손 미금역

1994년 분당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미금역은 1994년 9월 1일 분당선 개

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28일 신분당선 추가 개

통으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

으로 탈바꿈하였다. 분당선은 1990

년 초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과 함

께 추진된 것으로, 분당신도시 건설

과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하였다. 

1994.09  분당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2018.04  신분당선 개통

2020.09  수인·분당선 개통

연혁                                                              

분당 구미동과 금곡동의 경계에 위치
각 지역이름의 앞 글자 따와 ‘미금’

미금역은 구미동과 금곡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춘선의 구미역, 경춘선의 금곡역

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각 지역에서 한 글자씩 따 미금역이라 붙여졌다. 역사는 지하 5층 

규모의 지하역사이며,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홉 개 성씨와 취락이 거북이 등껍

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상징하여 디자인되었다. 

아홉 성씨가 화목하고 살았던 동네, 구미동
금을 캐던 광산이 있었던 '쇠골', 금곡동

미금동은 신도시 개발에 의해 생긴 지명으로 인근 구미동과 금곡동에서 유래하였다. 구미

동은 일설에 의하면 마을 뒷산이 거북 형국이라 구미 또는 구산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 하며, 다른 설에 의하면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문화 유씨 등 아홉 성씨가 그 음이 달라서 

구음(九音)이라고 하였고, 그 아홉 성씨가 화목하고 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순(九順)으로 

불리다가 아름다운 일이 많다 하여 구미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금곡동은 금을 캐

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쇠골'이라고 불리던 것을 한자로 금곡(金谷)이라 고쳐 부르면서 

탄생한 것이다. 

미금역

정자역

동천역

불곡산

정자공원

불곡산
생태공원

골안사

구미공원

선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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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없이 고마운 山  민둥산역

1965.08  역사 신축 착공

1966.01  태백선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66.11  역사 신축 준공

1991.12  현 역사 신축 준공

2002.11  정산아리랑열차 운행개시

2009.09  민둥산역으로 역명 변경

연혁                                                        

1966년 석탄수송 위한 역으로 출발
옛 역명 증산은 석탄시대와 함께 퇴장

민둥산역은 증산역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영

업을 개시했다. 석탄수송을 위해 태어난 역으로 

태백선에서 정선선으로 향하는 지선이 분리되던 

역이었다. 증산역은 동쪽에 고부산, 북쪽에 지억

산, 남쪽에 두위봉이 둘러선 가운데 시루봉이 있

다는 증산이란 지명에서 유래된 역명이었다. 한

때 번창했지만 석탄의 시대가 저물면서 증산역

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게 되었다. 

1991년 새로운 역사도 지어졌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2009년, 주민들은 민둥산역이라는 새로

운 이름을 통해 옛 증산역에 활기를 돌려주었다. 

억새만 남은 벌거숭이 산 
새 이름이 불러온 제 2의 전성기 맞아

민둥산, 무언가 안쓰러운 이름의 산이다. 예로부터 수십만 평의 억새풀이 펼쳐진 민둥산 

일대를 ‘발구덕’이라 부른다. 아홉 가지 덕이 나오는 곳이란 뜻도 있지만, 실제 그 유래는 크

고 작은 여덟 개의 구덩이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민둥산은 과거 어려운 시절 화전민

들이 산 중턱에 살면서 자주 화전을 일궈 민둥산이 되었는데 화전경작을 금지하게 되면서 

억새가 자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억새군락지에 산나물이 많이 나면서 산나물이 잘 자라

도록 주민들이 매년 불을 놓았는데 이 때문에 나무의 식생이 억제 되었다. 비록 산 정상이 

나무 한 그루 없이 그 속을 다 내보일지언정, 덕분에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민둥산역에

게는 더없이 고마운 산이다. 
옛 증산역

1-1968년 정선선 개통식

민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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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비치는 역사의 무대 밀양역

1905.01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개시

1962.10 역사 신축 준공

1982.12 현 역사 신축 준공

1999.05 역 광장 정비사업 준공

2004.04 고속철도 운행개시

연혁                                                        

낙동강 곡창지대의 교통중심, 밀양역

밀양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낙동강이 흘러 전국에

서 손꼽는 곡창지대로 일찍 철도가 들어섰으며, 일제강점기에 한차례 역사 위치를 옮겼

다고 전해진다. 1962년 화재로 소실되었던 역사 신축에 이어 1982년 12월에 이르러 오늘

날 역사가 완성되었다. 1971년 9월 1일에 

민수용 무연탄 도착 취급역으로 지정, 현

재도 역 한 편에 저탄장이 있어 석탄화물 

운송차가 이따금 오가기도 한다. 2004년 

KTX 정차가 시작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와 국도 제24호선, 국도 제25호선이 확대

되면서 명실상부한 영남의 교통중심 도시

로 발돋움하였다. 

밀양은 예로부터 언약을 잘 지키며, 예의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곳으로 유학의 수장 

김종직의 고향이며 사명당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무장 독립운

동을 이어갔던 약산 김원봉 등 수많은 독립열사의 고향이었다. 실제 이러한 밀양 지역 독

립운동은 1920년 3월 밀양·진영 폭탄반입사건에 이어 12월 최수봉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등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사의 큰 축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밀양역은 항상 감

시의 대상이었다. 옛 밀양역사 앞에 위치했던 밀양역 파출소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억압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그곳에도 꽃이 피고, 또 햇살이 머문다. 작

고 아담한 모습의 밀양역 파출소는 1980년 이후에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

었으며, 2005년 원형이 잘 보존된 역사성을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작고 예쁜 밀양역 파출소에 
독립운동가의 눈물이

옛 밀양역 파출소 전경 사명대사 생가터

사명대사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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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비치는 역사의 무대  밀양역 

독립군 군가로도 불렸던 밀양아리랑 

밀양은 고대국가 미리미동국이 있던 지역으로 신라에 병탄되면서 밀성군으로 불렸다. 그

만큼 깊은 역사와 남다른 문화유산이 전해지는 고장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히는 <밀양아리랑>이다. 밀양아리랑은 밀양의 

영남루와 아랑의 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날좀보소~날좀보소~날좀보

소~’ 쉬운 노래 가사와 음이 특징인 경상도 지역 대표 민요이다. 때문에 시대와 부르는 사

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립군 아리랑, 광복군 아리랑 등으

로 개사되어 군가로 불리기도 했다. 밀양시는 밀양아리랑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밀양역 앞 광장과 영남루 후문에 밀양아리랑 노래비를 설치하여 그 유래와 역사를 

알리고 있다.  

공연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사랑

2007년 칸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

한다. 밀양역사에 들어서면 이처럼 밀양을 배경으로 했던 수많은 영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밀양과 밀양역은 전통 있는 유명극단과 함께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열리는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예술에 대한 밀양의 사랑은 그 뿌리가 깊다. 밀양은 1920

년대부터 극장을 두고 다양한 공연을 향유해왔던 곳으로, 역 앞에 위치했던 밀양극장과 구

시가지에 위치했던 조일극장이 바로 그것이다. 철도역 앞에 생긴 신시가지, 기존의 구시가지

의 상징이기도 했던 극장은 공연뿐만 아니라 경남 기자대회, 어물전 시장 이전 반대 집회, 상

수도 건설반대모임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동터널

밀양역은 거리 곳곳에서 오래된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2015년 경상남도 건축문

화유산 DB에 따르면, 밀양시의 근대건축물은 40여 채에 달하는데, 그중 철도부설을 위한 

다리와 철도직원들이 살았던 관사를 찾아볼 수 있어 근대 철도문화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

다. 그 중 상동터널은 1905년 경부선 개통을 위해 건립된 각각 40m, 60m에 달하는 터널로 

2005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변의 벼랑을 뚫어 견치석을 촘촘하게 놓고, 적벽

돌을 아치 형태로 쌓은 모습이 100년 전 기술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1965년 경부선 복

선화 이후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자동차와 보행자를 위한 터널로 이용되고 있다. 숲이 

우거진 시골길과 터널 풍광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꼽

는 출사 명소이다.

해천항일운동 테마거리

밀양역 광장의 밀양아리랑 노래비 아리랑문화의 거리

밀양아리랑 가요제

상동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