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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으로

뉴욕주 뉴욕시 출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착  비행시간: 4시간 45분, 거리: 약 3,600km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도착 비행시간: 4시간 15분, 거리: 약 370km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출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착 차량 이동 시간: 2시간, 거리: 약 177km

팜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뉴욕시



뉴욕주 뉴욕시 

커피를 들고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 가서 센트럴 파크 몰(Central 
Park Mall)을 따라 산책하고 ‘러브 인 맨하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같은 
유명 영화에 등장했던 벤치에 앉아보세요. 센트럴 파크의 또 다른 명소인 베
데스다 테라스 및 분수(Bethesda Terrace and Fountain)에서 ‘해리가 샐
리를 만났을 때’와 ‘프로듀서스’의 추억 속에 빠져보세요. ‘마법에 걸린 사랑’
의 유명한 노래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보우 브리지(Bow Bridge)
를 건너서 센트럴 파크를 나와 79번가(79th Street)와 5번가(Fifth Avenue)
에 위치한, ‘더 메트(The Met)’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미
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을 방문해보세요. 뉴욕시의 유명
한 문화 명소 중 하나인 이 놀라운 건축학적 걸작은 미술, 음악, 패션 컬렉션
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명한 패션 행사인 멧 갈라(Met Gala)를 개최합니다. ‘
오션스8’의 인상적인 도둑질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멧 갈라를 배경으
로 촬영됐습니다. 

더 메트에서 센트럴 파크로 돌아가 이스트 드라이브(East Drive)를 따라 갭
스토우 브리지(Gapstow Bridge)로 가보세요. 이곳은 ‘나 홀로 집에 2 - 뉴
욕을 헤매다’에서 케빈 맥컬리스터가 비둘기 아줌마를 만난 곳입니다. 연못
을 지나면 나오는 더 플라자(The Plaza) 호텔의 로비도 둘러보세요. 동일 영
화의 대부분 장면이 촬영된 곳입니다. 5번가를 따라 영화 투어를 계속하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매장 중 한 곳이자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티파니
에서 아침을’의 배경이 된 티파니(Tiffany & Co)가 나타납니다. 유명한 영화 
속 장면처럼 페이스트리를 먹으면서 매장 창 너머에 진열된 보석을 감상해보
세요. 다음으로 가볼 장소는 52번가(52nd Street)와 렉싱턴가(Lexington 
Avenue)에 있는 곳으로, 가장 유명한 홍보용 사진이 찍힌 장소입니다. 바로 
영화 ‘7년만의 외출’에서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환풍구 위에 서서 바람에 펄
럭이는 하얀 원피스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점심 식사 장소로는 뉴욕의 역사적인 명소 그랜드센트럴역(Grand Central 
Station)을 추천합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배경으로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
라’와 ‘어벤져스’를 비롯한 많은 영화가 촬영됐습니다. 유명한 오이스터 바 앤 
레스토랑(Oyster Bar & Restaurant)에서 점심을 먹고 길을 건너 뉴욕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으로 가보세요. ‘고스트버스터즈’에 등장
한 대리석 사자상 사이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메인 로비는 ‘섹스 앤 더 시티’
에서 캐리와 빅이 결혼식을 올렸던 곳입니다. 웅장한 도서관에 소장된 책과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스파이더맨’과 ‘투모로우’에 등장한 곳을 찾아보세요. 

뉴욕시의 유명한 고층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수많은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강
렬한 로맨스 장면과 1933년 페이 레이가 출연한 ‘킹콩’의 마지막 도피 장면
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녁이 되면 센트럴 파크로 돌아와 유명 레스토랑 태번 
온 더 그린(Tavern on the Green)에서 식사해보세요. 이곳은 ‘두 여인,’ ‘파
퍼 씨네 펭귄들’,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촬영지입니다. 

숙박: 뉴욕주 뉴욕시
뉴욕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일 차



58번가(58th Street)의 서턴 플레이스 파크(Sutton Place Park)에서 편안하
게 자리를 잡고 ‘맨해튼’의 우디 앨런과 다이안 키튼처럼 이스트강(East River)
과 퀸즈버러 브리지(Queensboro Bridge) 너머로 지는 해를 감상해보세요. 
그 다음 택시나 지하철을 타고 1964년 국제박람회가 열렸던 퀸스(Queens)의 
플러싱 메도스 파크(Flushing Meadows Park)로 향하세요. ‘맨 인 블랙’에서
는 우주선에 의해 파괴됐지만 당시 곧 도래할 우주 시대와 ‘이해를 통한 평화
(Peace Through Understanding)’를 기념했던 36m의 금속 지구본 유니스피
어(Unisphere)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맨해튼으로 돌아와 카페 랄로
(Café Lalo)에서 점심을 드세요. 이곳은 ‘유브 갓 메일’에서 멕 라이언과 톰 행크
스가 처음 만난 곳입니다. 카페에서 조금만 걸으면 식물, 동물, 유물, 공룡 등 다
양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있습니다. 가족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 
이곳의 전시품들이 살아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시(Rexy)와 원숭이 덱스터
(Dexter) 같은 캐릭터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요? 타임스스퀘어
(Times Square)를 보지 않고는 뉴욕을 방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네온 광고판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전설이다’에서 윌 스미
스가 버려진 타임스스퀘어에서 사슴을 사냥하던 장면, 거대한 파도가 이 지역을 
휩쓸어버리는 ‘딥 임팩트’의 장면, 70년 동안 잠들었던 ‘캡틴 아메리카’가 깨어
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영화 기념품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플래닛 할리우드
(Planet Hollywood)에서 화려한 타임스스퀘어를 보며 저녁을 즐기세요. 

숙박: 뉴욕주 뉴욕시

뉴욕시의 타임스스퀘어

2일 차



3일 차

이스트강 위로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다리를 건너 
브루클린으로 가면서 고전 영화의 한 장면에 빠져보세요. 스파이더맨이 
매리 제인을 구하기 위해 그린 고블린과 싸우던 장면이나, ‘섹스 앤 더 시티’
에서 미란다와 스티브가 화해하던 장면이나, ‘나는 전설이다’에서 다리가 
폭파되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브루클린에 도착하면 택시를 타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베라자노-내로스 다리(Verrazano-Narrows 
Bridge)를 건너 스태튼아일랜드(Staten Island)로 가보세요. 다리를 다 
건너기 전에 잠시 멈춰 토니와 스테파니가 벤치에 앉아 브루클린을 떠나 
맨해튼에 가는 것을 꿈꾸며 다리를 내려다보던 ‘토요일 밤의 열기’의 한 
장면을 재현해보세요. 

무료 스탠튼아일랜드 페리(Staten Island Ferry)를 타고 맨해튼으로 
돌아오세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명장면 중 하나에 등장한 페리에서 숨이 
멎을듯한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의 멋진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자유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조형물은 많은 할리우드 영화의 주요 
장면에 등장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로즈가 자유의 여신상을 처음 봤던 
장면이나 오리지널 ‘혹성탈출’의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맨해튼에 도착하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월 스트리트(Wall Street)의 
돌진하는 황소상(Charging Bull Sculpture)을 지나 9/11 추모관(9/11 
Memorial)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를 지나면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본부로 사용됐던 뉴욕 소방국의 후크 앤 래더 8(Hook 
and Ladder 8) 소방서가 나타납니다. 

점심은 택시나 승차 공유 서비스를 타고 잠시 이동하여 로어 이스트 
사이드(Lower East Side)의 카츠 델리카트슨(Katz’s Delicatessen)에서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맛보세요. ‘...같은 것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 
hope you have what she had!)’ 표시를 찾아서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의 명장면 속 빌리 크리스탈과 멕 라이언이 앉았던 테이블에 앉아보세요. 
디저트를 먹을 배를 남겨두고 가볍게 웨스트 빌리지(West Village)로 
걸어가서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가 자주 찾던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Magnolia Bakery) 컵케이크를 먹어보세요. 뉴욕 여행에서 쇼핑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메이시스(Macy’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로서 
‘34번가의 기적’의 무대였습니다. 연말에 이곳을 방문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려하게 꾸민 백화점을 마음껏 구경해보세요. 밤이 되면 그리니치 빌리지
(Greenwich Village)로 가서 ‘스파이더맨 2’에서 피터 파커가 일하던 조스 
피자(Joe’s Pizza)에서 뉴욕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먹어보세요. 

숙박: 뉴욕주 뉴욕시

뉴욕시의 브루클린 다리



뉴욕주 뉴욕시 출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착
4일 차

뉴욕시에서 일찍 비행기를 타고 엔터테인먼트의 메카 라스베이거스로 떠나세요. 라스베이거스 도심에 위치한 네온 박물관(Neon Museum)에서 
빈티지 네온사인을 구경해보세요. 어두워진 후 방문하면 네온사인들이 모두 켜져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와 프리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로 가보세요. 라스베이거스의 원조 카지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450m짜리 LED 화면, 라이브 무대 3
개, 거리 예술 공연가, 집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베스터 스탤론이 출연한 ‘겟 카터’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콘에어’의 소방차 
추적 장면이 프리몬트 스트리트에서 촬영됐습니다. 프리몬트 이스트(Fremont East)는 독특한 레스토랑과 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특히 애토믹 
리커스(Atomic Liquors)는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행오버’에도 등장했던 애토믹 리커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오래된 바입니다. 저녁 식사는 
영화 ‘카지노’에서 샤론 스톤과 로버트 드 니로가 언쟁을 벌이던 플라자 호텔(Plaza Hotel)의 오스카스 스테이크하우스(Oscar’s Steakhouse)
를 추천합니다.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박물관

비행시간: 4시간 45분, 거리: 약 3,600km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5일 차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 남부의 라스베이거스 환영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은 후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시작하세요. 이곳에서 길을 건너면 리틀 처치 
오브 더 웨스트(Little Church of the West)가 있습니다. 원래 프론티어 호텔 앤 
카지노(Frontier Hotel and Casino)에 있었으나 허물고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신디 크로포드와 리차드 기어, 주디 갈랜드와 마크 헤론의 실제 
결혼식이 열린 것은 물론 ‘비바 라스베이거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앤 마그렛도 
여기서 결혼식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스트립에서 조금만 걸어서 만달레이 베이
(Mandalay Bay)와 룩소르(Luxor)를 지나면 트로피카나(Tropicana)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트로피카나는 ‘
대부’와 ‘대부 II’에서 ‘트로피갈라(Tropigala)’ 카지노로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50년 이상 폴리 베르제르(Folies Bergere) 레뷔(Revue)를 공연했으며 ‘비바 
라스베이거스’와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의 촬영지로 사용됐습니다. 이 호텔은 
새롭게 단장을 거쳤지만 유명한 빨강 1957년식 쉐비(Chevy)가 여전히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MGM 그랜드(MGM Grand)로 가서 정문에 있는 대형 MGM 사자상 레오(Leo)를 
보고, 모노레일을 타고 다음 목적지인 웨스트게이트 라스베이거스(Westgate Las 
Vegas)로 가세요. 과거 ‘힐튼 라스베이거스’로 불렸던 이곳은 1970년대 엘비스 프
레슬리가 거주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에서 더 화
이트 하우스(The Whyte House)로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라스베이거스를 경험하
고 싶다면 페퍼밀(Peppermill)에서 점심을 드세요. 이곳에서는 ‘카지노’, ‘커튼 클
럽’, ‘쇼걸’이 촬영됐으며 이곳의 버거는 꼭 맛을 봐야 합니다. 페퍼밀 건너편에는 서
커스 서커스(Circus 스트립을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면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현재는 중단된 사이렌스 오브 TI(Sirens of TI) 쇼
에 사용됐던 전함이 있습니다. ‘미스 에이전트’에서 산드라 블록이 해적과의 전투 중 
미스 아메리카를 구출하는 마지막 장면의 배경입니다. 오후에 수영장에서 휴식을 즐
긴 후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비틀즈 러브(Beatles 
LOVE)에서 파티 분위기에 흠뻑 빠지거나 라스베이거스의 현재 인기 공연 중 하나
를 즐겨 보세요.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6일 차

베네시안 리조트 앤 카지노(Venetian Resort and Casino)에서 세인트마크
스 스퀘어(St. Mark’s Square)를 둘러보고, 운하에서 곤돌라를 타고, 깜빠닐레
(Campanile)를 보세요. 이곳은 ‘미스 에이전트 2: 라스베가스 잠입사건’에 등
장하며, ‘노 브레인 레이스’는 오리지널 ‘오션스 일레븐’의 배경인 구 샌즈 호
텔(Sands Hotel)에서 촬영됐습니다. 1960년대 영화에 등장한 코파 룸(Copa 
Room)은 기자들을 몰고 다녔던 프랭크 시나트라,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 피터 
로포드, 딘 마틴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베네시안의 밀랍 인형 박물관인 마담 투
소(Madame Tussauds)를 방문하고 좋아하는 스타의 밀랍 인형과 사진을 찍으
세요. 

체비 체이스가 출연한 ‘베가스 베이케이션’을 기억하시나요? 더 미라지(The 
Mirage) 맞은편의 지그프리드 앤 로이스 시크릿 가든 앤 돌핀 해비탯(Siegfried 
& Roy’s Secret Garden and Dolphin Habitat)은 많은 장면의 촬영지이며, 카
지노는 클라크 그리스월드(Clark Griswold)가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한 곳입

니다. 더 미라지 옆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는 로마를 테마로 제
작된 고층 건물로서 분수가 유명합니다. 엘레베이터, 수영장, 화려한 황금 및 대리
석 입구가 ‘행오버’에 등장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패리스 라스베이거스(Paris Las Vegas)의 프랑스 비스트
로 모나미 가비(Mon Ami Gabi)로 가서 파티오의 자리를 요청하세요. 조금 기다
려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벨라지오 분수(Fountains of Bellagio)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벨라지오(Bellagio)로 향하세요. 2001년 리메이크 영
화 ‘오션스 일레븐’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지만 화려한 분수가 유명합니다. 계절별
로 바뀌는 온실의 놀라운 디스플레이와 천장에 설치된 치훌리(Chihuly)의 아름
다운 유리 조각이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오션스 일레븐’의 마지막 장면에 배우들
이 그랬던 것처럼 음악과 어우러져 30분 마다 진행되는 분수 쇼를 감상해보세요.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와 시저스 팰리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도착
7일 차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모하비 사막(Mojave Desert)을 지나 캘리포니아주로 
향하세요. 오래된 철도 마을 시마(Cima)와 켈소(Kelso)를 지나고 앰보이의 
유명한 66번 국도(Route 66)를 달려 트웬티나인 팜스(Twentynine Palms)
로 향하세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을 지나면 
팜스프링스에 도착합니다. 팜스프링스에 들어가기 전에 샌 고르고니오 고개 
풍력발전단지(San Gorgonio Pass Wind Farm)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
미션 임파서블’의 유명한 헬리콥터 추격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멋진 풍차 
사진을 찍으려면 팁톤 로드(Tipton Road)로 가보세요. 이 황량한 고속도로 
지역에서 ‘저스트 겟팅 스타티드’ 같은 영화와 수많은 비디오 및 패션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팜스프링스에 도착한 후 이곳의 명예의 거리인 워크 오브 스타스
(Walk of Stars)를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로렌 바콜, 소피아 로렌, 캐롤 채닝 
등의 수많은 스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프랭크 시나트라, 
그레타 가르보가 묶었던 유명한 잉글사이드 인(Ingleside Inn)에 들러보세요. 
시나트라와 리자 미넬리 같은 스타들이 자주 찾았던 멜빈스(Melvyn’s)에서 
음료를 즐기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8일 차

팜스프링스는 원조 ‘할리우드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초기 은막의 스타들이 
그 유명한 ‘2시간 규칙(배우는 스튜디오에서 언제나 2시간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팜스프링스에 집을 지었으니 꼭 투어를 해보세요. 비록 밖에서만 
볼 수 있긴 해도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2월 모더니즘 주간에는 많은 집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영화배우의 집들이 표시된 지도를 사서 보며 자유롭게 
탐험해보세요. 많은 스타의 집이 로버트 알렉산더(Robert Alexander)의 
작품이며 그중에는 데저트 선(Desert Sun) 신문이 최고의 사진 촬영지로 
선정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허니문 하이드어웨이(Honeymoon Hideaway)’
도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저택은 피아자 드 리버라체(Piazza de Liberace)로, 
그랜드 피아노 형태의 우편함부터 정원 펜스의 음표까지 과거 소유주의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스의 유명한 라켓 클럽(Racquet Club)에서 조니 
하이드(Johnny Hyde)가 발굴한 배우인 마릴린 먼로도 1960년대 이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올드 라스 팔마스(Old Las Palmas) 지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빙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캐서린 헵번 등의 집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사용 중인 캐리 그랜트의 집을 방문하며 
관광을 마무리하세요. 코플리스 온 팜 캐니언(Copley’s on Palm Canyon)의 
캐주얼한 세련됨은 팜스프링스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물론 음식도 
훌륭합니다. 

숙박: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캘리포니아주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비행시간: 4시간 15분, 거리: 약 370km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출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착
9일 차

팜스프링스를 떠나기 전에 셔먼스 델리 앤 베이커리(Sherman’s Deli & Bakery)에서 아침 식사를 하세
요. 1963년 문을 연 이 뉴욕 스타일 델리는 사막의 랜드마크입니다. 10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10)
를 타고 영화 제작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로 가세요 로스앤젤레스의 입구에서 멈춰서 1921년부터 1954
년까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콘크리트, 깨진 유리, 기타 재료로 만든 와츠 타워스(Watts Towers)에서 사
진을 찍어보세요. 가장 큰 것의 경우 높이가 30m에 달하는 이 타워들은 ‘라라랜드’를 비롯한 많은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할리우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할리우드, 선셋 스트립(Sunset Strip) 또는 비벌리 힐
스(Beverly Hills) 지역의 호텔에 체크인하세요. 

할리우드 대로(Hollywood Boulevard)에서 영화 투어를 시작하세요. 마릴린 먼로, 클라크 게이블, 바브
라 스트라이샌드 같은 2,600여 명의 스타를 기념하는 명예의 거리(Walk of Fame)를 탐험해보세요. 좋
아하는 스타의 발자국 위에 서보세요. 옆길로 빠져 1738 N. 라스 팔마스 거리(Las Palmas Ave.)로 가면 
나타나는 건물은 ‘프리티 우먼’에서 리차드 기어가 화재 비상구를 타고 줄리아 로버츠의 방으로 올라갔던 
장면에 나왔습니다. 할리우드 대로에서 놓치면 안 될 곳은 TCL 차이니즈 극장(TCL Chinese Theatre)입
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의 오프닝 장면에 등장한 것은 물론 1927년 ‘킹 오브 킹스(King of Kings)’를 시
작으로 1977년 ‘스타 워즈’를 비롯한 많은 영화가 여기서 개봉했습니다. 

첫 번째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Hollywood Roosevelt Hotel)에서 열렸습
니다. 아카데미상에 경의를 표하고, 역사적인 로비를 방문하고, 테디스 바(Teddy’s Bar)에서 식사나 음
료를 주문해보세요. 진짜 오스카 트로피를 보고 싶으신가요? 현재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
(Dolby Theatre)에서 ‘비욘드 더 레드 카펫(Beyond the Red Carpet)’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클래식한 
할리우드 테마를 즐기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등장한 더 무소 앤 프랭크 그릴(The Musso & 
Frank Grill)에서 저녁 식사를 즐겨도 좋습니다. 100여 년의 할리우드 역사를 간직한 이 레스토랑은 메리 
픽포드, 찰리 채플린, 그레타 가르보,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스티브 맥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
이 자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스타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숙박: 캘리포니아주 비벌리 힐스 또는 웨스트 할리우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0일 차

샌타모니카산맥(Santa Monica Mountains)의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에서 하루를 시
작하세요. ‘라라랜드’, ‘쥬라기 공원’, ‘미녀 삼총사’를 비롯한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제임스 딘
이 출연한 영화 ‘이유없는 반항’의 촬영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의 장관과, 필수 
관광 코스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간판 중 하나인 할리우드 간판(Hollywood Sign)을 볼 수 있습니
다. 간판까지의 왕복 거리는 약 13.6km이니 한 번 걸어가 보세요. 더 짧은 거리를 걸으며 멋진 경치를 즐
기고 싶다면 할리우드산(Mount Hollywood)으로 가보세요. 왕복 거리는 약 4km입니다. 유니버설 스튜
디오 할리우드(Universal Studios Hollywood)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투어에 참가하지 않고
는 영화 투어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영화가 제작됩니다. 스튜디오는 물
론 ‘사이코 하우스’, ‘조스’의 애미티빌, 엘름 스트리트를 탐험해보세요. 오늘날 블록버스터를 기념하는 수
많은 놀이 기구와 명소를 마음껏 즐기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비벌리 힐스 또는 웨스트 할리우드

차량 이동 시간: 2시간, 거리: 약 177km

로스앤젤레스의 그리피스 천문대



11일 차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파라마운트 픽처스 
스튜디오 투어(Paramount Pictures Studio Tour)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지나갔던 문으로 들어가 세트장의 뒤편을 체험하며 야외 
촬영지, 사운드 스테이지, ‘선셋 대로’와 ‘타이타닉’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작된 소품 창고를 탐험하세요.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할리우드 
포에버 공동묘지(Hollywood Forever Cemetery)는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미키 루니, 세실 B. 드밀, 더글러스 
페어뱅스를 비롯한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의 묘소를 찾고 싶다면 입구 꽃집에서 지도를 구매하세요. 이 
묘지는 1899년 문을 열었으며 실내 묘소 2개는 물론 묘비, 기념비, 
기타 독특한 표지로 표시된 실외 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디 갈란드 
파빌리온(Judy Garland Pavilion)은 2017년 뉴욕의 최초 매장지에서 
옮겨진 고인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잠시 차를 타고 웨스트 할리우드 샌타모니카 대로(Santa Monica 
Boulevard)의 코니 앤 테드스(Connie and Ted’s)에서 랍스터 롤로 
이른 점심을 맛보세요. 그리고 할리우드 힐스(Hollywood Hills)
로 가서 로렐 캐니언(Laurel Canyon)을 거쳐 수많은 스타들의 집을 
지나며 멀홀랜드 드라이브(Mulholland Drive)로 가세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들어서면 바바라 A. 파인 오버룩 앳 더 서밋(Barbara A. Fine 
Overlook at the Summit)에 멈춘 후 화려한 저택과 로스앤젤레스의 
장관을 감상하세요. 콜드워터 캐니언(Coldwater Canyon)을 통해 
비벌리 힐스로 가서 더 많은 스타의 집을 보세요. 투어를 예약하거나 
지도를 사서 직접 탐험해보세요. 픽페어(Pickfair), 그레이스톤 맨션
(Greystone Mansion), 허스트 캐슬(Hearst Castle)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로데오 드라이브(Rodeo Drive)로 가는 길에 ‘비벌리 힐스 캅’의 
경찰서였던 비벌리 힐스 시티 홀(Beverly Hills City Hall)을 지나게 
됩니다. 로데오 드라이브를 거닐며 매장을 구경하세요. 이곳은 ‘프리티 
우먼’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점원에게 홀대를 받자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에게 마음껏 쇼핑할 기회를 준 곳입니다. 

스타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비벌리 힐스 호텔(Beverly Hills Hotel)
도 있습니다.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던 이곳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앨범의 표지에도 등장했습니다. 바 나인틴12(Bar 
Nineteen12)에서 칵테일을 즐기거나 파운틴 커피 룸(Fountain 
Coffee Room)에서 커피를 마셔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를 따라 유명한 선셋 스트립으로 가면 
더 바이퍼 룸(The Viper Room)과 스카이바(Skybar)와 같은 유명인이 
자주 찾는 명소가 있습니다. 예약을 할 수 있다면 유명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샤토 마몽(Chateau Marmont)의 테라스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비벌리 힐스 또는 웨스트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VisitTheUSA.com을 방문해보세요.

샌타모니카의 샌타모니카 피어

12일 차

로스앤젤레스를 떠나기 전에 태평양을 보러 가세요. 베니스 비치
(Venice Beach)에서 시작하여 거리 공연, 펑키한 매장, 독특한 
레스토랑, 머슬 비치(Muscle Beach)가 이루는 독특한 조화를 
알아보세요. 이 보헤미아 풍의 명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제너두’에서 올리비아 뉴턴-존이 롤러 스케이팅을 선보인 

보드워크를 걸으며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샌타모니카(Santa Monica)에 들러 회전 목마가 있는 유명한 항구를 
방문해보세요. ‘스팅’을 촬영한 루프 히포드롬(Looff Hippodrome)
이 있습니다. 이곳은 포레스트 검프가 ‘바다를 향해 달려간’ 장면을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떠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