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역사 세부 현황

2021.01.01. 기준

시설명 시설개요 

노선명 역명 역사형태 연면적(㎡)

가야선 가야 지상 1,242 

강경선 연무대 지상 99 

경강선 남강릉 지상 265 

경강선 청량 지상 244 

경강선 판교 지하 14,673 

경강선 삼동 지상 3,942 

경강선 경기광주 지상 5,419 

경강선 초월 지상 1,920 

경강선 곤지암 지상 5,053 

경강선 신둔도예촌 지상 2,827 

경강선 이천 지상 3,558 

경강선 부발 지상 4,336 

경강선 세종대왕릉 지상 3,228 

경강선 여주 지상 3,703 

경강선 강릉 지상 5,194 

경강선 만종 지상 3,046 

경강선 평창 지상 3,999 

경강선 진부 지상 2,464 

경강선 둔내 지상 1,978 

경강선 횡성 지상 1,941 

경강선 대관령 지하 1,134 

경부고속선 광명 선상 78,495 

경부고속선 천안아산 선하 17,158 

경부고속선 오송 선하 20,034 

경부고속선 대전 선상 17,073 

경부고속선 김천(구미) 지상 7,101 

경부고속선 신경주 지상 17,452 

경부고속선 동대구 선상 31,965 

경부고속선 울산 지상 9,167 



경부고속선 부산 지상 54,921 

경부선 서울 선상 15,992 

경부선 남영 선하 348 

경부선 용산 선상 26,428 

경부선 노량진 선상 2,984 

경부선 대방 선하 3,377 

경부선 신길 선상 2,015 

경부선 영등포 선상 145,109 

경부선 신도림 선상 3,090 

경부선 구로 선상 7,330 

경부선 가산디지털단지 선상 1,783 

경부선 독산 선상 2,658 

경부선 금천구청 지상 940 

경부선 석수 선상 911 

경부선 관악 선상 1,250 

경부선 안양 선상 87,028 

경부선 명학 선상 1,229 

경부선 금정 선상 1,841 

경부선 군포 선상 700 

경부선 당정 선상 2,302 

경부선 의왕 선상 2,545 

경부선 성균관대 선상 851 

경부선 화서 선상 959 

경부선 수원 선상 194,184 

경부선 세류 지상 1,845 

경부선 병점 선상 4,740 

경부선 세마 지상 2,083 

경부선 오산대 선상 2,890 

경부선 오산 선상 4,681 

경부선 진위 선상 1,516 

경부선 송탄 선상 2,020 

경부선 서정리 선상 3,908 

경부선 지제 선상 2,362 

경부선 평택 지상 80,776 



경부선 미전 지상 240 

경부선 부산진 지상 615 

경부선 성환 선상 3,167 

경부선 당정 선상 2,302 

경부선 의왕 선상 2,545 

경부선 성균관대 선상 851 

경부선 화서 선상 959 

경부선 수원 선상 194,184 

경부선 세류 지상 1,845 

경부선 병점 선상 4,740 

경부선 세마 지상 2,083 

경부선 오산대 선상 2,890 

경부선 오산 선상 4,681 

경부선 진위 선상 1,516 

경부선 송탄 선상 2,020 

경부선 서정리 선상 3,908 

경부선 지제 선상 2,362 

경부선 평택 지상 80,776 

경부선 미전 지상 240 

경부선 부산진 지상 615 

경부선 성환 선상 3,167 

경부선 직산 선상 3,169 

경부선 두정 선상 2,097 

경부선 천안 선상 5,512 

경부선 소정리 지상 226 

경부선 전의 지상 225 

경부선 조치원 선상 2,042 

경부선 부강 지상 361 

경부선 신탄진 선상 2,294 

경부선 옥천 지상 569 

경부선 이원 지상 129 

경부선 지탄 지상 172 

경부선 심천 지상 149 

경부선 각계 지상 70 



경부선 영동 지상 1,061 

경부선 황간 지상 395 

경부선 추풍령 지상 427 

경부선 김천 지상 1,791 

경부선 구미 선상 41,200 

경부선 사곡 선상 62 

경부선 약목 지상 396 

경부선 왜관 지상 973 

경부선 신동 지상 449 

경부선 대구 선상 105,124 

경부선 경산 선상 1,362 

경부선 남성현 지상 525 

경부선 청도 지상 394 

경부선 상동 지상 312 

경부선 밀양 지상 1,283 

경부선 삼랑진 지상 995 

경부선 원동 지상 344 

경부선 물금 지상 859 

경부선 화명 선상 2,469 

경부선 구포 지상 3,092 

경부선 사상 지상 224 

경부선 직지사 지상 147 

경부선 신암 지상 155 

경부선 아포 지상 148 

경부선 대신 지상 151 

경부선 연화 지상 119 

경부선 지천 지상 144 

경부선 삼성 지상 83 

경부선 신거 역사없음 　

경부선 고모 지상 155 

경부선 가천 지상 1,141 

경부선 회덕 지상 884 

경부선 대전조차장 지상 2,891 

경부선 세천 지상 378 



경부선 직지사 지상 147 

경부선 신암 지상 155 

경부선 아포 지상 148 

경부선 대신 지상 151 

경부선 연화 지상 119 

경부선 지천 지상 144 

경부선 삼성 지상 83 

경부선 매포 지상 319 

경부선 내판 지상 308 

경부선 전동 지상 308 

경부선 서창 지상 540 

경북선 옥산 지상 264 

경북선 청리 지상 265 

경북선 상주 지상 659 

경북선 함창 지상 265 

경북선 점촌 지상 1,187 

경북선 용궁 지상 170 

경북선 개포 지상 170 

경북선 예천 지상 473 

경북선 백원 지상 194 

경북선 어등 지상 167 

경원선 이촌 선하 227 

경원선 서빙고 선상 382 

경원선 한남 선하 393 

경원선 응봉 선상 992 

경원선 왕십리 선하 99,055 

경원선 옥수 지상 363 

경원선 회기 선상 5,259 

경원선 외대앞 선상 1,134 

경원선 신이문 선상 1,359 

경원선 석계 선하 605 

경원선 광운대 지상 6,482 

경원선 월계 선상 2,525 

경원선 녹천 선상 1,543 



경원선 방학 선하 1,065 

경원선 도봉 선하 2,075 

경원선 도봉산 선상 2,748 

경원선 망월사 선하 1,291 

경원선 회룡 선상 3,822 

경원선 의정부 선상 12,562 

경원선 가능 선하 3,054 

경원선 녹양 선하 2,635 

경원선 양주 선하 2,835 

경원선 덕계 선하 2,540 

경원선 덕정 선하 4,090 

경원선 지행 선하 3,438 

경원선 동두천중앙 선하 5,803 

경원선 보산 선하 4,652 

경원선 동두천 선상 3,978 

경원선 소요산 지상 913 

경원선 창동 지상 550 

경원선 초성리 지상 123 

경원선 한탄강 역사없음 　

경원선 전곡 지상 213 

경원선 연천 지상 167 

경원선 신망리 지상 62 

경원선 대광리 지상 137 

경원선 신탄리 지상 228 

경원선 백마고지 지상 119 

경의선 신촌 선상 3,200 

경의선 가좌 지하 13,624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상 3,211 

경의선 수색 선상 5,160 

경의선 화전 지상 1,887 

경의선 강매 지상 836 

경의선 행신 선상 3,351 

경의선 능곡 지상 7,850 

경의선 대곡 선하 6,507 



경의선 곡산 선상 2,470 

경의선 백마 선상 6,459 

경의선 풍산 선상 2,606 

경의선 일산 선상 4,589 

경의선 탄현 선상 2,594 

경의선 야당 선상 1,528 

경의선 운정 선상 3,890 

경의선 금릉 지상 2,937 

경의선 금촌 선상 3,937 

경의선 월롱 선하 924 

경의선 파주 지상 995 

경의선 문산 지상 4,100 

경의선 임진강 지상 198 

경의선 도라산 지상 4,941 

경인선 구일 선하 1,393 

경인선 개봉 선상 8,533 

경인선 오류동 선상 4,039 

경인선 온수 선상 3,085 

경인선 역곡 선상 3,166 

경인선 소사 선하 3,672 

경인선 부천 선상 64,913 

경인선 중동 선상 3,963 

경인선 송내 선상 3,096 

경인선 부개 선상 4,695 

경인선 부평 선상 60,535 

경인선 백운 선상 2,850 

경인선 동암 선하 3,604 

경인선 간석 선상 2,836 

경인선 주안 선상 4,464 

경인선 도화 선상 2,873 

경인선 제물포 선상 4,030 

경인선 도원 선상 3,613 

경인선 동인천 선하 35,251 

경인선 인천 지상 790 



경전선 낙동강 역사없음 　

경전선 용강 지상 172 

경전선 이양 지상 405 

경전선 능주 지상 144 

경전선 화순 지상 462 

경전선 효천 지상 712 

경전선 서광주 지상 996 

경전선 진상 지상 591 

경전선 광양 지상 1,756 

경전선 벌교 지상 516 

경전선 조성 지상 300 

경전선 예당 지상 358 

경전선 득량 지상 408 

경전선 보성 지상 799 

경전선 명봉 지상 127 

경전선 한림정 지상 974 

경전선 진영 지상 1,591 

경전선 진례 지상 1,715 

경전선 창원중앙 지상 1,868 

경전선 창원 선상 4,297 

경전선 마산 선상 5,933 

경전선 중리 지상 405 

경전선 함안 선하 2,493 

경전선 군북 선하 1,765 

경전선 반성 선하 1,357 

경전선 진주 지상 2,872 

경전선 완사 지상 436 

경전선 북천 지상 998 

경전선 횡천 지상 278 

경전선 하동 지상 1,277 

경전선 동송정 지상 408 

경전선 광곡 역사없음 　

경전선 구룡 지하 12,203 

경전선 원창 지상 122 



경전선 평화 지상 406 

경전선 남평 지상 110 

경춘선 신내 선상 1,818 

경춘선 갈매 선하 1,863 

경춘선 별내 선하 2,069 

경춘선 퇴계원 선하 2,076 

경춘선 사릉 지상 945 

경춘선 금곡 선하 2,773 

경춘선 평내호평 선하 1,845 

경춘선 천마산 선상 989 

경춘선 마석 선하 4,041 

경춘선 대성리 지상 1,368 

경춘선 청평 선하 3,171 

경춘선 상천 지상 818 

경춘선 가평 지상 1,842 

경춘선 굴봉산 선하 1,167 

경춘선 백양리 선하 950 

경춘선 강촌 지상 1,636 

경춘선 김유정 지상 498 

경춘선 남춘천 선하 2,447 

경춘선 춘천 선상 3,354 

과천선 범계 지하 7,126 

과천선 평촌 지하 7,283 

과천선 인덕원 지하 8,417 

과천선 정부과천청사 지하 8,566 

과천선 과천 지하 8,863 

과천선 대공원 지하 10,810 

과천선 경마공원 지하 8,872 

과천선 선바위 지하 6,497 

광양제철선 초남 지상 584 

광양제철선 태금 지상 666 

광양제철선 황길 지상 224 

광양항선 광양항 지상 1,101 

광주선 극락강 지상 96 



광주선 광주 지상 7,024 

괴동선 괴동 지상 560 

교외선 벽제 지상 87 

교외선 대정 역사없음 　

교외선 삼릉 역사없음 　

교외선 원릉 지상 87 

교외선 일영 지상 261 

교외선 장흥 역사없음 　

교외선 송추 지상 169 

군산화물선 개정 역사없음 　

군산화물선 군산화물 역사없음 　

남부화물기지선 오봉 지상 1,392 

대구선 하양 지상 374 

대구선 청천 지상 908 

대구선 봉정 지상 218 

대구선 금호 지상 166 

대구선 금강 지상 622 

대불선 대불 지상 1,281 

덕산선 덕산 지상 159 

동해남부선 양자동 역사없음 　

동해남부선 청령 역사없음 　

동해남부선 죽동 역사없음 　

동해북부선 제진 지상 6,705 

동해선 동방 지상 146 

동해선 사방 지상 94 

동해선 입실 지상 168 

동해선 나원 지상 301 

동해선 효자 지상 181 

동해선 모화 지상 278 

동해선 범일 지상 199 

동해선 서생 역사없음 　

동해선 선암 역사없음 　

동해선 효문 지상 324 

동해선 불국사 지상 188 



동해선 안강 지상 605 

동해선 포항 지상 5,676 

동해선 월포 지상 711 

동해선 장사 지상 221 

동해선 강구 지상 644 

동해선 영덕 지상 3,608 

동해선 부전 선상 4,953 

동해선 거제해맞이 선하 2,404 

동해선 거제 선하 5,215 

동해선 교대 선하 3,431 

동해선 동래 선하 2,199 

동해선 안락 선하 2,281 

동해선 재송 선하 2,577 

동해선 센텀 선하 6,841 

동해선 벡스코 선하 3,437 

동해선 신해운대 선상 4,886 

동해선 송정 지상 2,215 

동해선 오시리아 선하 2,038 

동해선 기장 지상 2,122 

동해선 일광 선상 1,652 

동해선 좌천 지상 177 

동해선 월내 지상 246 

동해선 남창 지상 101 

동해선 덕하 지상 125 

동해선 태화강 지상 2,718 

동해선 호계 지상 238 

동해선 부산원동 지상 877 

동해선 덕하 지상 　

동해선 부조 지상 241 

동해선 모량 지상 122 

묵호항선 묵호항 지상 256 

문경선 진남 지상 69 

문경선 문경 역사없음 　

문경선 주평 지상 132 



병점기지선 서동탄 지상 4,112 

부강화물선 부강화물 역사없음 　

부산신항선 장유 지상 703 

부산신항선 부산신항 지상 907 

북전주선 북전주 지상 151 

북평선 삼화 지상 280 

분당선 서울숲 지하 10,314 

분당선 압구정로데오 지하 11,954 

분당선 강남구청 지하 13,334 

분당선 선정릉 지하 14,810 

분당선 선릉 지하 8,511 

분당선 한티 지하 13,055 

분당선 도곡 지하 15,454 

분당선 구룡 지하 12,203 

분당선 개포동 지하 11,184 

분당선 대모산입구 지하 13,495 

분당선 수서 지하 10,242 

분당선 복정 지하 4,257 

분당선 가천대 지하 7,714 

분당선 태평 지하 7,461 

분당선 모란 지하 9,550 

분당선 야탑 지하 7,895 

분당선 이매 지하 11,257 

분당선 서현 지하 8,424 

분당선 수내 지하 9,171 

분당선 정자 지하 7,356 

분당선 미금 지하 8,739 

분당선 오리 지하 9,272 

분당선 죽전 선하 10,229 

분당선 보정 지하 11,357 

분당선 구성 지하 9,000 

분당선 신갈 지하 11,353 

분당선 기흥 지하 13,077 

분당선 상갈 지하 9,071 



분당선 청명 지하 9,274 

분당선 영통 지하 8,037 

분당선 망포 지하 10,490 

분당선 매탄권선 지하 10,550 

분당선 수원시청 지하 10,253 

분당선 매교 지하 9,002 

삼척선 추암 역사없음 　

삼척선 삼척해변 역사없음 　

삼척선 삼척 지상 170 

수인선 달월 지상 828 

수인선 월곶 선하 2,383 

수인선 소래포구 선하 3,262 

수인선 인천논현 선하 3,789 

수인선 호구포 선하 3,540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 선하 2,463 

수인선 원인재 선하 2,326 

수인선 연수 선상 2,569 

수인선 송도 지상 2,871 

수인선 인하대 지하 9,787 

수인선 숭의 지하 8,057 

수인선 신포 지하 7,687 

수인선 고색 지하 9,710 

수인선 오목천 지하 7,503 

수인선 어천 지상 1,743 

수인선 야목 지상 1,628 

수인선 사리 지상 3,444 

신광양항선 신광양항 지상 1,101 

신동화물선 신동화물 역사없음 　

신항남선 남철송장 역사없음 　

신항북선 북철송장 역사없음 　

안산선 산본 선하 4,827 

안산선 수리산 선상 1,342 

안산선 대야미 선하 1,099 

안산선 반월 지상 726 



안산선 상록수 선하 1,418 

안산선 한대앞 선상 1,855 

안산선 중앙 선하 1,148 

안산선 고잔 선하 699 

안산선 초지 선하 837 

안산선 안산 선상 3,197 

안산선 신길온천 선상 3,671 

안산선 정왕 선하 2,423 

안산선 오이도 선상 4,060 

양산화물선 양산화물 지상 537 

여천선 적량 지상 238 

여천선 흥국사 지상 276 

영동선 안인 지상 120 

영동선 옥계 지상 492 

영동선 도경리 지상 77 

영동선 고사리 지상 78 

영동선 미로 지상 186 

영동선 상정 지상 236 

영동선 마차리 지상 212 

영동선 백산 지상 449 

영동선 하고사리 지상 34 

영동선 동점 지상 110 

영동선 철암 지상 2,955 

영동선 동백산 지상 1,480 

영동선 도계 지상 424 

영동선 신기 지상 401 

영동선 동해 지상 1,585 

영동선 묵호 지상 432 

영동선 망상 지상 273 

영동선 정동진 지상 351 

영동선 봉화 지상 612 

영동선 춘양 지상 338 

영동선 임기 지상 89 

영동선 현동 지상 77 



영동선 분천 지상 89 

영동선 승부 지상 126 

영동선 석포 지상 308 

영동선 솔안 역사없음 　

영동선 녹동 지상 230 

영동선 법전 지상 230 

영동선 거촌 지상 230 

영동선 봉성 지상 109 

영동선 문단 지상 169 

옥구선 옥구 역사없음 　

온산선 온산 지상 267 

용산선 효창공원앞 지하 6,901 

용산선 공덕 지하 29,260 

용산선 서강대 지하 9,178 

용산선 홍대입구 지하 25,729 

우암선 신선대 지상 329 

우암선 우암 지상 324 

울산항선 울산항 지상 105 

일산선 지축 선하 613 

일산선 삼송 지하 8,204 

일산선 원흥 지하 12,489 

일산선 원당 선하 8,183 

일산선 화정 지하 9,362 

일산선 백석 지하 10,346 

일산선 마두 지하 9,237 

일산선 정발산 지하 8,033 

일산선 주엽 지하 11,043 

일산선 대화 지하 8,637 

장생포선 장생포 지상 330 

장성화물선 장성화물 지상 374 

장항선 봉명 선상 2,148 

장항선 쌍용(나사렛대) 선하 2,013 

장항선 아산 선하 2,925 

장항선 배방 선하 2,400 



장항선 온양온천 선하 3,318 

장항선 신창(순천향대) 지상 1,651 

장항선 도고온천 선하 1,754 

장항선 신례원 지상 943 

장항선 예산 지상 1,546 

장항선 삽교 지상 1,136 

장항선 홍성 지상 1,750 

장항선 광천 지상 618 

장항선 청소 지상 80 

장항선 대천 선하 3,849 

장항선 웅천 지상 694 

장항선 판교 지상 839 

장항선 서천 선하 1,140 

장항선 장항 선하 2,362 

장항선 군산 지상 2,151 

장항선 대야 지상 202 

장항선 대야 지상 2,142 

장항선 임피 지상 105 

장항선 오산리 역사없음 　

장항선 남포 지상 848 

장항선 간치 지상 252 

장항선 주포 지상 215 

장항선 원죽 역사없음 　

장항선 화양 지상 342 

장항선 신성 지상 471 

장항화물선 장항화물 지상 582 

전라선 삼례 지상 1,368 

전라선 전주 지상 1,505 

전라선 임실 지상 969 

전라선 오수 지상 756 

전라선 남원 지상 2,551 

전라선 곡성 지상 951 

전라선 구례구 지상 580 

전라선 순천 지상 5,873 



전라선 여천 지상 1,068 

전라선 여수엑스포 지상 5,255 

전라선 봉덕 역사없음 　

전라선 압록 지상 434 

전라선 개운 지상 440 

전라선 동운 지상 429 

전라선 율촌 지상 572 

전라선 성산 지상 405 

전라선 괴목 지상 841 

전라선 덕양 지상 1,408 

전라선 옹정 역사없음 　

전라선 금지 지상 440 

전라선 산성 지상 513 

전라선 서도 지상 468 

전라선 주생 지상 402 

전라선 신리 지상 245 

전라선 죽림온천 선하 1,487 

전라선 동익산 지상 1,240 

전라선 관촌 지상 709 

전라선 봉천 선하 553 

전라선 동산 지상 1,134 

정선선 별어곡 지상 177 

정선선 선평 지상 128 

정선선 정선 지상 605 

정선선 나전 지상 152 

정선선 아우라지 지상 158 

정선선 구절리 지상 206 

중앙선 청량리 선상 177,793 

중앙선 팔당 지상 1,331 

중앙선 지평 지상 994 

중앙선 석불 지상 70 

중앙선 일신 선하 618 

중앙선 중랑 선하 2,491 

중앙선 상봉 선하 5,174 



중앙선 매곡 선하 140 

중앙선 망우 선상 7,500 

중앙선 양원 선상 2,984 

중앙선 양동 선상 1,489 

중앙선 구리 선하 4,106 

중앙선 도농 선상 6,132 

중앙선 삼산 선하 491 

중앙선 양정 선하 2,311 

중앙선 덕소 선상 4,320 

중앙선 도심 선하 1,494 

중앙선 운길산 선하 1,454 

중앙선 양수 선상 2,434 

중앙선 신원 지상 1,035 

중앙선 국수 지상 1,764 

중앙선 아신 선상 1,259 

중앙선 원주 지상 2,283 

중앙선 오빈 지상 713 

중앙선 양평 선상 4,870 

중앙선 원덕 지상 817 

중앙선 용문 선상 4,490 

중앙선 동화 지상 84 

중앙선 반곡 지상 114 

중앙선 신림 지상 106 

중앙선 봉양 지상 206 

중앙선 제천 지상 1,583 

중앙선 단양 지상 1,271 

중앙선 희방사 지상 253 

중앙선 풍기 지상 516 

중앙선 영주 지상 3,674 

중앙선 안동 지상 1,277 

중앙선 의성 지상 831 

중앙선 탑리 지상 348 

중앙선 화본 지상 105 

중앙선 신녕 지상 147 



중앙선 북영천 지상 131 

중앙선 영천 지상 1,123 

중앙선 건천 지상 209 

중앙선 서경주 지상 320 

중앙선 경주 지상 877 

중앙선 창교 역사없음 32 

중앙선 서원주 역사없음 　

중앙선 금교 　지상 84 

중앙선 치악 지상 72 

중앙선 유교 지상 66 

중앙선 모량 지상 122 

중앙선 아화 지상 122 

중앙선 율동 지상 141 

중앙선 봉림 지상 244 

중앙선 우보 지상 142 

중앙선 무릉 지상 120 

중앙선 옹천 지상 688 

중앙선 마사 지상 128 

중앙선 이하 지상 126 

중앙선 운산 지상 142 

중앙선 서지 지상 132 

중앙선 문수 지상 122 

중앙선 안정 지상 151 

중앙선 북영주 지상 103 

중앙선 임포 지상 133 

중앙선 갑현 지상 102 

중앙선 화산 지상 244 

중앙선 단촌 역사없음 　

중앙선 비봉 지상 215 

중앙선 업동 지상 132 

중앙선 송포 지상 217 

중앙선 단성 지상 316 

중앙선 죽령 지상 81 

중앙선 도담 지상 1,500 



중앙선 삼곡 지상 630 

중앙선 고명 지상 783 

중앙선 구학 지상 96 

중앙선 연교 지상 29 

중앙선 제천조차장 지상 557 

진해선 경화 역사없음 　

진해선 통해 역사없음 　

진해선 성주사 지상 252 

진해선 남창원 지상 244 

진해선 신창원 지상 273 

진해선 진해 지상 339 

충북선 충주 지상 1,310 

충북선 삼탄 지상 307 

충북선 청주 지상 1,667 

충북선 오근장 지상 1,758 

충북선 청주공항 역사없음 　

충북선 증평 지상 1,403 

충북선 음성 지상 704 

충북선 주덕 지상 253 

충북선 도안 지상 229 

충북선 소이 지상 247 

충북선 보천 지상 247 

충북선 공전 지상 284 

충북선 내수 지상 224 

충북선 동량 지상 224 

충북선 목행 지상 255 

충북선 달천 지상 247 

태백선 문곡 지상 131 

태백선 추전 지상 287 

태백선 태백 지상 1,354 

태백선 쌍룡 지상 379 

태백선 영월 지상 292 

태백선 예미 지상 317 

태백선 민둥산 지상 410 



태백선 사북 지상 732 

태백선 고한 지상 378 

태백선 연당 지상 92 

태백선 연하 지상 89 

태백선 탄부 지상 156 

태백선 청령포 지상 156 

태백선 석항 지상 219 

태백선 자미원 지상 170 

태백선 조동 지상 121 

태백선 입석리 지상 434 

포승평택선 신대 지상 228 

포승평택선 창내 지상 207 

함백선 함백 지상 78 

호남고속선 공주 선상 4,457 

호남고속선 익산 지상 8,678 

호남고속선 정읍 지상 4,090 

호남고속선 광주송정 지상 5,755 

호남선 서대전 선상 5,679 

호남선 계룡 선상 3,056 

호남선 연산 지상 306 

호남선 논산 지상 758 

호남선 강경 지상 805 

호남선 함열 지상 404 

호남선 김제 지상 1,009 

호남선 신태인 지상 541 

호남선 백양사 지상 368 

호남선 장성 지상 811 

호남선 나주 지상 2,186 

호남선 다시 지상 448 

호남선 함평 지상 1,233 

호남선 무안 지상 558 

호남선 몽탄 지상 628 

호남선 일로 지상 873 

호남선 임성리 지상 724 



호남선 목포 지상 2,404 

호남선 나주     

호남선 임곡 지상 356 

호남선 하남 지상 1,002 

호남선 북송정 지상 284 

호남선 가수원 지상 276 

호남선 흑석리 지상 276 

호남선 고막원 지상 423 

호남선 노안 지상 504 

호남선 안평 지상 669 

호남선 부용 지상 106 

호남선 와룡 지상 209 

호남선 용동 지상 159 

호남선 황등 지상 245 

호남선 감곡 지상 319 

호남선 노령 지상 356 

호남선 천원 지상 356 

호남선 초강 역사없음 　

호남선 채운 지상 233 

호남선 부황 지상 159 

호남선 개태사 선상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