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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lots of examples for naming railway lines and stations in Korea. In general, 

we can specify some type of principles for making names at the railway lines. The first, 

rail line name made some decision considering the origin and destination name of city or 

region. The second type of a decision making is the location or service areas of that 

railway line or station. And other one is about the destination city or region of that 

corridor line.

In this paper, we classified the name of the railway line according to above three 

types of decision principles, and then suggested the guideline and future directions 

preventing any confusion to make a new railway line name afterwards.

국문요약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명칭이다. 지명의 발생 요인은 인간의 한 지 이나 지역을 다른 지

 는 지역과 구별하기 한 데서 발생한다.

철도의 지명은 철도역명과 노선명 결정시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 도

시철도의 노선은 번호체계로 통일되어 있으나, 간선철도의 노선은 다양한 성격으로 구분하

여 노선명이 혼재하고 있다. 즉 기존선의 경우에는 역명이나 노선명에 혼란이 없으나, 신선

건설의 경우에는 사업명․노선명에 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

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서 국토해양부장 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

번호･노선명･기 ･종 ･ 요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의 결정기 과 체계화에 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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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에 지 리  체 에 지 개발정책이 사

회․산업 반에 걸쳐 있고, 환경과 에 지 효율성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철도에 한 선

호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내외 인 환경여건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한 비와 부문 효율화에 노력하고, 일 성있고 측가능한 철도가 되기 하여 부단한 

개발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발 을 한 여러 가지 개선 항목 에서 본고에서는 철도역과 노선에 한 철도

지명의 결정과 체계화에 하여 개략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철도역명과 철도노선명은 해

당지역에서 이의 결정시 민감하게 반응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기존선 개량사업의 

경우에서는 철도역명 이나 노선명에 특별한 혼란이 없으나, 신선 건설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는 사업명․노선명 등에 혼란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서 국토해양부장 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

번호･노선명･기 ･종 ･ 요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결정기 과 체계

에 한 논의는 향후 다양한 철도의 건설과 운 체계에 비하여 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지명의 개념과 명칭부여체계

(1) 지명의 개념

지명이란 말은 한서의 지리지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1).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명칭이며, 장소의 이미지를 반 한다. 지명은 언

어학 인 텍스트의 범 를 벗어나 문화경 의 일부를 구성한다. 단순히 장소나 지역을 구분

하는 정도의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회  기능도 하게 된다2). 외솔 

최 배 선생은 땅이름을 “우리의 역사·지리·풍속·제도 등 문화생활을 되비쳐 보는 거울이며 

우리말과 말꼴의 변천, 그 계통을 일러주는 목소리이다. 한 우리민족의 성립과 이동, 이웃

민족과의 문화교류 등을 해주는 역사책으로서 우리 조상의 얼과 체취가 담겨있다”고 하

다3). 각각의 지명에는 그 지명의 유래가 되는 역사  사건, 인물, 설 등이 담겨 있다. 지

명을 통해 교(板橋)는 다리가 있었던 곳이고, 충무(忠武)는 이순신과 련이 깊은 곳이며, 

잠실(蠶室)은 에를 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알 산드리아는 알 산더 

왕과 련이 있고 루마니아는 로마 제국과 계가 있다.4)

한편, 주요 역로를 따라서는 역원 취락(驛院聚落)이 발달했다. 역은 공문서의 달과 리

의 내왕(來往), 물(官物)의 수송 등을 주로 담당했고, 원은 리나 일반 여행자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했다. 따라서 역(驛)∼, ∼원(院) 등의 한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과거에 육상 교

통이 발달했었던 곳이다. 서울의 역삼동(驛三洞), 역 동(驛村洞)과 이태원(梨泰院), 퇴계원

( 溪院) 등이 그러하다5).

1)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87년, p.11

2) 건설교통부, 우리나라의 지명, http://www.land.go.kr/document/info/landname/OK.01.pdf

3)  남해신문, 2011.9.16, http://www.namhae.tv/news/articleView.html?idxno=9209

4) 한국지리, 지리교사 모임 '지평', "지리로 보는 세상"에서, http://user.chollian.net/~gos5410/readcc.htm

5) 한국지리, 앞의책, http://user.chollian.net/~gos5410/readc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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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명연구는 시 나 사회  배경에 따라 도시나 마을 등의 지역명칭 뿐 아니라 강

이름, 산이름 등을 어떻게 이름짓는 지를 보여 으로써, 민 의 정신과 경향 그리고 표 방

식을 이해하게해 다.

(2) 철도의 명칭부여

2010년 말 재, 우리나라 간선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역철도를 포함하여 총연장 

3,557.3km를 운  이며, 총 88개 노선에서 모두 652개 철도역 (이  보통역이 356개역)이 

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1974년 서울에서 개통한 이래,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에서 17개 노선, 534.0㎞ 운행 에 있다.

과거 한민국 이 부터 건설되었던 행 일반 간선철도의 노선명은 ① 노선의 치․서

비스지역,  ② 시․종  ③ 종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의 도시철도는 노선번호 체계로 통일되어 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운 하고 있는 수

도권 주변의 노선은 다양한 성격의 노선명이 혼재하고 있는 편이다. 즉 과천선( 정-남태

령), 안산선( 정～오이도) 분당선(선릉～보정), 교외선(능곡-의정부), 신분당선(용산～강남～

정자～ 교～호매실) 등이 그 이다.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노선의 치,

서비스 지역

경 북 선 김 천 ~  주 115.2

동해남부선 부 산 진 ~ 포 항 145.8

 동 선  주 ~ 강 릉 193.6

 라 선 익 산 ~ 여 수 185.2

 앙 선 청 량 리 ~ 경 주 381.6

충 북 선 조 치 원 ~  양 115

호 남 선 조차장~ 목 포 252.5

시, 종  구분

경 부 선 서 울 ~ 부 산 441.7

경 춘 선 성 북 ~ 춘 천 87.3

경 인 선 구 로 ~ 인 천 27

경 원 선 용 산 ~ 신 탄 리 88.8

종  구분

 불 선 일 로 ~  불 12

문 경 선   ~ 문 경 22.3

삼 척 선 동 해 ~ 삼 척 12.9

장 항 선 천 안 ~ 장 항 154.4

옥 구 선 군 산 ~ 옥 구 11.6
자료 : 2009 철도통계연보(2010)에서 발췌

최근 개정된(2011.0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를 구분해 보면, 사업성이 높은 노선부

터 선택하여 노선망을 구성하되, 지역균형발 , 미연결 구간 등 정책  사항도 함께 고려함

에 따라 일반철도 경쟁력 확보를 한 기존 건설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경부․호남 고속철

도와 연계운행을 통해 KTX 서비스지역 확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철도노선 

명칭부여 개념에서는 장차 더욱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무리 

짧은 간선철도의 지선도 각각의 노선에 한 명칭부여가 이미 되어 있어 새로운 노선이 추

가로 연결된 경우 명칭부여에 그 복잡성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과거 서울의 지하철 4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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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 안산선과 환승없이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되면서 3가지 명칭 모두가 사용되었던 경

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도로와 해양의 명칭부여

최근에 와서는 땅이름에 한 심이 옛날보다 훨씬 커졌다. 땅이름이 단순히 특정 지역

의 이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역사·지리·종교·풍수 인 면으로도 더 없이 요한 자료가 된

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으로 도로명은 주된 명사(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 를 붙일 경우 해당 숫자나 방

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와 도로별 구분기 (‘ 로’, ‘로’, ‘길’)로 구성한다.

한 해양지명이라 함은 자연 으로 형성된 해양·해 ·만·포  수로 등의 이름과 ·퇴·

해 곡·해 분지·해 산·해 산맥·해령  해구 등의 해  지형의 이름을 말한다(수로업무

법 제2조제13호). 근래에 들어 해양지명의 표기, 발음, 지명부여원칙에 있어서 혼란을 제거

하고 통일하기 하여 표 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명표 화는 국민의 교

육 , 학술 ,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 으로는 우리나라 해역에 치하는 해양지명을 

리 알림으로써 해양주권의 확립과 선박 항행의 안 을 도모하는데 그 목 이 있다6).

3. 철도역  노선명 결정기 과 체계화

(1) 국가지명 원회7)

지명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올바른 지명 정착을 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지명 원회가 있으며, 이를 총 하는 기 으로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가지명 원회

가 있다. 국가지명 원회 운 세칙 제2조에 따르면 발의 안건을 가진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

해양조사원장, 는 5인 이상의 원이 발의한 안건을 간사가 국가지명 원회 원장(이하 ‘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도로명 부여의 일반 원칙8)

도로구간9)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는 도로구간별로 고유한 도로명10)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도로명은 주소11)사용에 따른 편리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하여 6자(숫자와 방  제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자 이내로 할 수 있다. 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군․구내에

서 같은 도로명을 복하여 부여할 수 없으며, 계명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이 같으면 같은 

도로명으로 본다.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연장)되더라도 가  기

존 도로명을 그 로 부여하고, 같은 시․군․구내에서 도로명의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최

소한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6) 해양수산부, 해양지명표 화편람, 2004.11, 해양지명 원회

7) 2010년 「측량·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지

명 원회가 발족되어 기존의 앙지명 원회와 해양지명 원회가 통합되어 운

8)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원칙, http://www.ungyoung.com/NEW/new2.html

9) 도로구간이라 함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도로를 나 어 그 각각에 해 

이름을 부여하는 도로의 단 구간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

11) 행정안 부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밝힌 기 효과는 연간 3.4조원이다. 이 에는 길찾기비용이 3.1조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새주소업무편람’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 치탐색비용을 연간 4조 2283억 일 

수 있다고 한다(새 도로명주소 면 폐지 구 토론회, 201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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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과 같이 고유명사를 부여하는 경우의 원칙도 있다.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지명, 

자연마을 이름, 기존도로명, 행정구역명, 연결지역명 등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기도 하

는데, 지명을 연결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기 의 지명과 종 의 지명순으로 한다. 

해당지역 유 이나 역사  인물과 사건, 지방연 , 문화재 등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

며, 해당지역의 지형  특성, 지역 특산물, 규모 국제행사, 지역의 기업명 등과 같은 지역

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기도 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지 까지는 기 과 종  지역명을 조합한 명칭을 많이 썼고, 표 지역

명을 쓴 것도 있으며, 부, 앙, 남해, 동해 등의 방 명을 첨가한 명칭도 있었다.

   (3) 철도역명  노선명 부여

철도역의 명칭은 새로 건설하는 역이 소재한 곳의 지명이나 행정동명, 역세권내 문화재, 

주요 공공시설 등 시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명칭에 해 해당지역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

여 검토한 후 역명심의 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결정된 명칭을 사용하며, 신설되는 철도역 

명칭은 한국철도공사의 역명심의 원회에서 의결해 개통 3개월 까지 국토해양부장 과 철

도건설사업 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역명은 한 번 결정되면 고유명사화 되는 것이고, 불특

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을 감안할 때 역사성을 갖고 지속 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역

명 변경12)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원칙 으로 불허하지만, 공공사

업  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역주변의 격한 개발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개정이 될 수 있다.

(4) 해양지명 변경기 13)

지역민과 해당 계기 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단일화하고, 지역의 품 를 상하게 하는 지

명은 변경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나 련 기 에 의해서 신규 지명으로 합의가 되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의심이 되는 지명의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인명을 사용한 경우, 이에 

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당 련 기 이나 개인이 그 변경을 요구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한 로 표기되기에는 합하지 않은 지방방언이나 본래 사용되던 지명과 달리 약식표기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 사용기 을 별도로 정한다.

(5) 철도지명 결정기  해외 BENCHMARK

(일본) 국유철도시 에는 노선의 명칭은 1909년 제정된 국유철도 노선명칭에 기 했다. 

민 화이후에는 각 회사가 정한 노선명칭규정에 의해 그 이름이 정해지고 있다.

1) 철도노선에 병행하는 도로의 명칭 사용  ) 東海道 本線, 山陽本線 등

2) 기, 종  는 경유지가 있는 역명, 행정구역명, 도시명 조합  ) 仙山線, 兩毛線 등

3) 기 과 종  는 경유지가 있는 역명, 도시명 사용  ) 高琦線 등

4) 매수한 철도회사명 사용  ) 關西本線 등

5) 노선의 성격에 따라 사용  ) 東西本線 등

12) 기존 역이 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치가 다른 행정구역으

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 역명을 개정할 수 있는데, “철도역명  노선명 리운  규정”에 부합 될 경우 역명심

의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장이 개정 가능

13) 2010년 국가지명 원회 통합  해양지명 부여의 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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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 신칸센의 경우, 재의 역사가 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우선으로 고려되었

다. 즉 자치단체의 명칭  시명을 그 로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분할요소를 첨가하여 

명명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 결과 으로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명과 일본의 신칸센 역명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은 역사소재지의 지명을 명명의 기반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역사가 치한 지 의 기 자치단체 지명인 시명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4).

( 랑스)

랑스의 일반철도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시종착역 이름 두문자로 구성된 경우가 많

은데, PLM( 리-리용-마르세이유 연결 노선), PO( 리-오를 앙)이 그 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서비스 권역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TGV-PSE, TGV-Atlantic, 

TGV-Nord, TGV-Est, TGV-Méditerrané 등이다.

( 국)

일반 으로 국의 철도노선명은 지리  기 에 근거하여 West Coast Main Line, East 

Coast Main Line, Midland Main Line, South West Main Line 등으로 명칭이 부여되고, 일

부에서는 Great Western Main Line, Great Eastern Main Line 등과 같이 철도회사명이 사

용된 경우도 있으며, 극히 일부 지방철도선의 경우에서는 Bittern Line in Norfolk과 같이 

해당지역의 상품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부분의 다른 

나라와 같이 알 벳과 번호체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문자는 지리  특성이 고려되

기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시설에 한 명칭결정은 앙정부가 극 으로 개입하여 수반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명분쟁해결 한 지명 원회(내무부, 국무부 등 참여)와 공공시설 명칭분

쟁 해결을 한 (주)단 원회가 운 되고, 덴마크는 문화부 산하 지명 원회를 운 , 스페

인은 주요공공기 ․시설물에 한 명칭결정 등을 앙정부 독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헝가리 역시, 자치정부간 명칭분쟁 시 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4. 결론

장차 우리 앞에는 다양한 철도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새로운 철도시 가 열릴 것이다. 

따라서 철도역이나 노선과 같은 철도지명의 부여시 명료한 결정기 을 체계화한다면 철도사

업 추진의 갈등 방을 통한 신뢰성 회복과 합리  추진체계 구축을 하여, 건설단계에서 

운 단계까지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철도의 역명, 노선명 결정의 기 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기존 결정기 과 방법의 보완으로 합리  용방안을 제시하고 효율

인 추진을 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한 추가 인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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