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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을 달리며 
바다를 상영하는 기차

바다열차 & 정선아리랑열차

바다를 벗 삼아 기차가 달린다. 

산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기차가 

달린다. 네모난 창문이 영화관 

스크린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상영한다. 혹여나 비슷한 경치에 

지루할까봐 때로는 터널을 지나고, 

해변을 스치고, 협곡을 통과하고, 

간이역에 정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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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열차

바다열차는 기차 여행에서도 최고의 선

택이다. 정동진, 동해, 삼척 등 해안선을 

따라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구간이 많아 

이름도 ‘바다열차’다. 정동진역에서 출발

해 북쪽에 자리한 안인역으로 갔다가 남

하하면서 정동진역에 다시 정차하고, 묵

호역과 동해역, 추암역, 삼척해변역을 거

쳐 삼척역까지 운행한다. 

종착역인 삼척역까지 가도 좋지만 추암

역에 내리길 추천한다. 동해안에서 가장 

이름난 해안 절경인 추암 촛대바위가 코

앞이다. 계단을 내려가서 5분이면 촛대

바위 앞에 이른다. 일부러 깎은 듯 길고 

뾰족한 모양이 촛대를 빼닮았다. 해안 절

벽을 따라 촛대바위를 감상하기 좋은 산

책로가 이어지고, 촛대바위 옆으로 기암

괴석이 장관이다. 돌아 내려오는 길에 바

다를 향해 지은 조선 시대 누각 해암정

과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가 근사하다. 기

차 안에서는 사연을 담아 노래를 신청하

거나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는 등 작은 

재미도 있다. 바다열차는 객차 네 량으로 

평일 하루 2회, 주말 3회 왕복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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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열차

정선아리랑열차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제천역, 영월역, 예미역, 민둥산역, 

별어곡역, 선평역, 정선역, 나전역을 지나 아우라지역까지 가는 관광 열차다. 

열차는 높은 산봉우리 사이로 이어진 철길을 천천히 달린다. 정선의 비경과 

산봉우리, 터널, 강을 형상화하여 A-train이라고 부른다. 민둥산역이 가까워

지면 안내 방송이 나온다. 왼쪽 창밖 멀리 보이는 민둥산과 산 아래 형성된 

협곡, 그 사이에 난 도로, 조금 뒤에 지나갈 철길 등을 안내한다. 예미, 별어

곡, 선평 등 작은 역 주위로 마을이 옹기종기 형성된 모습도 정겹다. 

정선아리랑열차는 객차 네 량으로 1·4호차는 일반석, 2호차는 일반석과 열

차카페, 3호차는 일반석 외에 휠체어석과 전동 휠체어석, 휠체어 리프트를 

갖췄다. 창이 넓어 1~4호 객차 어느 좌석에서나 전망은 평균 이상지만, 꼬리

에 위치한 1호차 전망칸이 풍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다. 

수~일요일에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행하며, 장날(끝자리 2·7일)이나 공휴일

에는 월·화요일에도 운행한다. 정선아리랑시장을 구경하려면 장날이나 토

요일에 탑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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