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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그때 그 시절 증기기관차에 물을 대주던 탑

경부선의 중간 지점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추풍령역은 증기기관차가 한번은

꼭 쉬었다 가야 하는 고개이다.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 가는’ 고개였다. 이곳에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급수탑이 있다.

급수탑은 배수량이나 배수펌프의 수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높은 곳에 구축하

여 물을 보관하는 탑을 말한다. 1900년대 초, 증기기관차가 운행되던 시기에는 증기기관

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역사 인근에 반드시 급수탑이 필요했다. 추풍령역 급수탑 역시

추풍령을 넘는 기차들에게 공급해줄 물을 보관하는 탑이었다.  

힘들게 연료를 태우며 달려온 기관차는 추풍령역에서 한숨을 돌렸다. 그래야 다시 출발할

기운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 추풍령은 바람뿐만 아니라 기차도 쉬어

넘는 고개였다.  

추풍령역에 있는 급수탑은 급수탑의 유형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1939년에 지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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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圓形) 이전의 형태인 방형(方形)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철도 급수탑

중 유일하게 평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입면 구성은 기단부, 기계실, 물통

의 3단 구성으로 다른 급수탑의 구성과 비슷하다. 기계실 내부에는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

을 공급하던 펌프가 있고, 급수탑 외부에는 급수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인 연못 등 급수탑

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연못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옛 모습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

으면 연못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추풍령 역사 주변에는 급수탑에서 사용했던 석탄연료를 폐기했던 폐탄지도 있다. 

추풍령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들

추풍령은 충북과 경북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충북 영동군의 추풍령면과 경북 금릉군의

봉산면 사이에서 접경을 이룬다. 이곳의 지명은 가을바람에서 유래되었다. 평지보다 지대

가 높은 관계로 고도에 따른 기온체감이 낮다. 따라서 평지는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고개의 마루턱은 신선한 가을 날씨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일본의 사신들이 연이어 왕래하는 통로’로 김천 다음으로 추풍을 기

록하고 있다. 이곳은 예부터 죽령, 조령, 화령과 함께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4대 고개였

다. 이 고개들 중 추풍령은 다른 고개에 비해 길이 험하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에 왜군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로 조령과 추풍령을 선택했다. 왜군은 이들 두 고개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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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충주와 청주로 진출한 다음 한양으로 입성했다. 다산 정약용은 추풍령을 넘으며 다음

과 같은 시를 남겨, 임진왜란 때 이곳을 지키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태백산 소백산이 산세도 장하구나.   二白飛騰脊勢强   

달리던 용의 머리 여기에서 수그려   神龍於此地中藏   

북쪽으로 통한 시내 황간으로 달려가고  溪通北地趨黃澗   

서쪽으로 뻗은 산은 적상산을 에워쌌네.  山出西枝繞赤裳   

봉마다 우뚝우뚝 성벽은 쌓았다만.       每向高峯增塹壘   

이 재가 요새란 걸 어느 누가 안단 말고  誰知平陸是關防  

청주 고을 큰 들판 천리에 트였으니      淸州大野開千里   

추풍령 빼앗기면 멱살을 잡히리라.       一據秋風便

이 고개에 기차역이 들어선 것은 1905년이었다. 경인선에 이어 두 번째로 경부선이 1905년

개통됨에 따라 추풍령역도 문을 열었다. 칙칙폭폭 하얀 증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는 서울

과 부산 사이를 오가며 추풍령역을 지났다. 그리고 추풍령에서 잠시 쉬며 기차에 물을 공

급했던 것이다. 경부선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추풍령역은 1905년 1월 1일 영업 개시한

옛 추풍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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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41년 10월 25일 역사를 신축하였고, 2003년에 다시 한 번 역사를 신축하여 지금

에 이른다. 

경부선의 개통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국토의 공간 거리가 시간적으로 크게 단축되었으

며 국토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일제의 목적은 우리나라 침략 수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기기관차는 광복 후 1967년경에 디젤기관차에 밀려 운행을 중단하였지만 한국의 철도

시대를 열었으며, 한국전쟁 때까지 물자수송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골의

청년들에게는 도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 모든 역사의 변화를 기억하며 추풍령역의 급수탑은 이제 비록 찾아오는 증기기관차는

없지만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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