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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 즐기기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
스페인

세계 문화 유산
역사적인 세
기차

마드리드 공동체

문화 관광과 유산

열차 타고 마드리드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세 열차,
세 시대 ,
세 목적지.

마드리드 도심으로부터 5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
로렌소 데 에스코리알, 아란후에스, 알칼라 데 에나레스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선정은 풍경, 건축물, 전통이
유일하고 세계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유산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위대하고 세계적인
본보기로 적절합니다.
이 장소들에 관련된 과거를 배우고 주변 환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오래된 방법은,
마드리드와 연결되어 있고 역사가 있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체의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관광과 교육 활동으로
특별한 이 열차들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의 철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19세기 통신 혁명과 함께 근대 사회가 열리며
대중교통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개척자들의 시대

첫 기차 여행자들은 이 열차 시스템이 확
산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차로는
몇 주가 걸릴 거리가 기차로는 몇 시간밖
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이
속도에 옮기는 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
습니다. 이는 굉장한 진보였고, 확실하게
미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고, 기
차는 여행하고자 하는 욕망의 상징이 되
었습니다. 차체의 진동, 기적 소리, 기관
차의 연기는 여행,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 특별한 풍경을 만나는 혁명적인 형태
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드리드나 세계의 대도시 시민들은
짧은 시간에 시골을 지나가는 이 증기 기
관차를 보며 놀랐습니다. 다음은 무엇일
까요? 혹시 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진보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이 19세기 시골과
도시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이었습니다. 그 시대 공학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철로 만들어진 이 공간
은 훌륭한 장식 덕분에 호화 건물의 범주
로 올라섰습니다. 이 큰 건축물들은 여행
객들은 맞이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토차역이 철도 건축물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왕과 그 친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의 궁전 옆에 위치하였는데, 요
즘은 프린시페 피오라불리는북역이이경
우에해당합니다. 또다른예로는이제막코
로나로가는레일 공사를 마친 오래된 역
인 아란후에스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
로 건설된 기찻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여행객들!

마드리드의 관광 열차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나 첫 기차 여행객들과 같은 마음
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
관차, 차체, 그리고 나무 좌석, 위로 걷
어 올리는 창문 그리고 가장자리의 작
은 발코니.
우리의선구자들이느꼈던리듬대로역
사속나무, 식물, 새, 땅, 마을을바라볼수
있습니다. 분명 마드리드 지역의 경이로
운 문화 유산과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 궁전 그리고 문학

딸기 열차는 1851년 시작부터 그렇게 불
렸습니다. 왜냐면 그 열차가 따호 델 하
라마의 과수원에서 경작된 과일을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이 철도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두 번째 선로로 마드리드와 아
란후에스를 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이 시골로 가기 위해 이 열차를 자주 이
용했습니다.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에 있는
평평한 고원 과다라마에 건설된 매우 크
고 장엄한 수도원은 모험 이야기 팬인 19
세기 여행객들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펠리페 2세 열
차가 그들의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1859년 철도의 탄생은 알칼라 데 에
마레스와 그 굉장한 문화 유산을 재현하
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르반테스 기차를 통해 세계 문학의 정상
급 작품인 <돈 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
스를 키워낸 도시 라 시우닷 델 사베르의
위대한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 시대와
또 다른 시대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우리
와 함께할 것입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
스 혹은 왕 펠리페 2세가 현대의 여행객
들에게 그들이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풍
경을 즐기며, 이 지역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 땅의 생산품들을 맛봅시다.

펠리페2세 기차
산과 르네상스
출발

21세기 프린시페 피오 역 도착
도착

16세기 말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

딸기 열차

나무 차량으로 궁전까지
출발

21세기 프린시페 피오 역
도착

19 세기 아란후에스의 왕실 별장

여행 동반자: 펠리페 2세. 궁전과 수도원의 건설자

여행 동반자: 장엄한 레알 궁전의 정원과 다른 즐길

기 때 왕.

의 상류 인사 혹은 본인의 상품을 제공하는 원예가

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제국의 절정
여행 동안:아름다운 풍경, 독특한 열차 그리고 흥미
롭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를 즐기게 됩니다.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에서 볼 수 있는 것:

왕의 별장, 산 로렌소의 역사 총체, 펠리페 2세의 숲
라 에레리아, 그리고 수도사의 정원.

흥미로운 점: 이 수도원은 4000개가 넘는 방, 2673
개의 창문,(방의 수보다 창문이 더 많아야 하지 않
을까?) 1250개의 문, 4500권의 책, 1600개의 그림
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자연 풍경, 역사적 건물, 거대한 기념비들.
* 엘 에스코리알 역에서 버스로 이동합니다.

거리를 즐기기 위해 아란후에스로 이사한 마드리드
여행 동안: 딸기 시식, 아란후에스와 아름다운 풍

경 관찰. 열차의 유혹적인 부드러운흔들림에 빠져
보세요.

아란후에스에서 볼 수 있는 것: 레알 궁전, 라브라도

르의 왕실, 역사가 있는 구시가지, 술집, 다른 시대의
왕들이 자주 지나다니던 따호의 연안.

한 가지 새로운 점: 5월의 셋째 토요일, 딸기 열차는

스케쥴과 특별한 활동들로 아란후에스의 고대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로맨틱한 산책로, 그 시대의 피크닉, 수제 크림을 곁
들인 딸기들.

세르반테스
기차

문학 도시에서의 기사 모험
출발

21세기 아토챠 역
도착

17세기 초반 알깔라 데 에나레스
여행 동반자: 세르반테스, 재능의 왕자, 그리고 그

의 소설 주인공들이 함께합니다. - 여행 동안 : 시, 연
극 그리고 많은 코미디! 돈 키호테를 알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많이 웃
게 될 것입니다.

알깔라데에나레스에서볼수있는것: 역사관,산이델폰
소의학생기숙사,코미디극장, 로스 산토스 니뇨스 대
성당, 세르반테스 생가 박물관 등. 지역 고고학 박물
관도 놓치지 마세요! 마드리드의 역사가 당신을 놀
라게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 알깔라의 코미디 극장은 스페인에 남
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극장이었다가, 박물관이었다가, 영화
관이었다가 다시 극장이.

되었습니다: 1605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기사도의
역사, 시, 매력적인 도시.

정보 및 매표 안내

펠리페 2세 기차
전화 판매 : 91 020 07 82
www.trendefelipeii.com
딸기 기차
철도 역 일반 표 판매소

렌페 전화 판매 : 91 232 03 20
www.renfe.com

세르반테스 기차
마드리드 라 렏 데 세르카니아 모든 매표소
자동 판매기
www.renfe.com

사진 : © David Ruiz Polo / 사진 자료: Dirección General de Turismo. Comunidad Madrid. 지속 가능 숲에서 나온 종이.

시간 여행을 할 준
비가 되었습니까?
출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