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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화(映畫映畫)의 영화()의 영화(榮華榮華))

125년 영화사의 시작은 유럽이었지만, 20세기 이후 영화산업의 중심은 단연 이곳, 로스앤젤레스다. 125년 영화사의 시작은 유럽이었지만, 20세기 이후 영화산업의 중심은 단연 이곳, 로스앤젤레스다. 
90년을 넘긴 아카데미 시상식은 바로 그 상징.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기생충’이 걸린 돌비 90년을 넘긴 아카데미 시상식은 바로 그 상징.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기생충’이 걸린 돌비 
극장에서부터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다.극장에서부터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다.

글 · 사진 한미희 기자

커버스토리

 앤젤스 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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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인 ‘빅5’ 중 남녀 주연상을 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에 더해 국제 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하며 한국은 
물론 아카데미와 세계 영화사를 다시 썼다. 봉 감독이 지적한 
대로 아카데미는 칸 영화제 등과 달리 미국의 ‘지역’(local) 영화 
시상식일 뿐이지만, 할리우드가 전 세계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단연 그 이상이다. 

‘오스카’를 
찾아서

1927년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창립 모임이 열린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 크리스털 볼룸. 천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벽화가 존 B. 스메랄디가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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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944∼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TCL 차이니즈 극장. 2월 말 현재 ‘기생충’이 
상영 중이다. 
2,3 돌비 극장 입구부터 중앙 계단이 이어지는 
홀에는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 새겨져 있다.

역사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장들

변방국가의 감독이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를 휩쓴 이번 아카데미의 흥분과 

열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2월 말, 돌비 극장 앞은 언제나처럼 인파로 북적였다. 

할리우드대로 명예의 거리(walk of fame)에 이름을 새긴 스타는 2천500명이 넘는

데, 돌비 극장 바로 앞에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왔다. 시상식 때 수많은 스타가 밟는 레드 카펫이 깔렸던 극장 입구부터 중앙 계

단까지 이어지는 홀 양쪽 기둥에는 역대 작품상 수상작의 제목이 새겨져 있다. 

‘기생충’은 중앙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옆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위치에 있다. 

돌비 극장에서는 설립 이듬해인 2002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설

립 당시에는 ‘코닥 극장’이었지만 2012년 코닥이 파산한 이후 돌비에 매각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돌비 극장 바로 옆 ‘기생충’ 포스터가 걸려 있는 TCL 차이니즈 극장 역시 1944년

부터 1946년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곳이다. 특히 1944년 제16회 시상식은 

큰 규모의 공공장소에서 열린 첫 번째 시상식이었고,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카사블랑카’가 작품상을 받았다. 1927년 세실 B. 데빌 감독의 ‘왕

중왕’ 시사회와 함께 문을 연 이 극장의 이름은 건립자 이름을 딴 그래우만 차이

니즈 극장이었다. 중국의 거대한 탑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극장은 기둥 중간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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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각된 9ｍ 높이의 용이 장식돼 있다. 지금은 전 세계 배우들의 핸드 

프린트와 풋 프린트, 친필 서명이 가득한 앞마당은 물론, 세계 최대의 아

이맥스 상영관으로 유명하다. 

호텔에서 열린 친교 모임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 차이니즈 극장 맞은편에 있는 할리우드 

루스벨트 호텔에서 조촐한 만찬 행사로 이뤄졌다. 영화 관계자 270명이 

행사 관람과 저녁 식사를 위해 5달러를 내고 입장했고, 1927∼1928년 제

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 작품에 트로피를 수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이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함께한 것은 다운타운의 두 호텔이다. 1930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과 현재 철거되고 없는 앰배서

1 1941년 배우로서 시상식에 참석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오른쪽은 당시 부인이었던 배우 제인 와이먼이다. 
2 1937년 아카데미 시상식 연회. 오른쪽 아래 아카데미 최다 
수상자인 월트 디즈니가 보인다.
3 1927년 AMPAS 발족 당시 현장에 있던 MGM의 아트 디렉터 
세드릭 기븐스가 빌트모어 호텔 냅킨에 그린 아카데미 트로피 
스케치라고 알려졌지만, 냅킨에 ‘오스카’라고 적혀 있어 그 
별명이 1930년대 이후 붙여졌다는 설과 맞지 않는다. 

2

3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 제공

1929년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루스벨트 호텔 

1
더 호텔 두 곳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영화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하던 1923년 오픈

한 빌트모어 호텔은 인테리어에만 1천800만달러가 들어갈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

졌고, 당대의 영화인과 유명인들이 드나들었다. 1931년, 1935∼1939년, 1941∼1942

년 등 총 8번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곳에서 열렸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AMPAS)가 설립된 곳도 여기다. 거물 제작자였던 MGM의 루

이스 B. 메이어 등 영화인들은 1927년 크리스털 볼룸에서 AMPAS를 발족시켰다. 

당시 현장에서 MGM의 아트 디렉터인 세드릭 기븐스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카상 트로피 스케치가 냅킨에 남아 있는데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한

다. 호텔 메인층 복도에 이 냅킨 스케치를 비롯해 배우로서 시상식에 참석한 로

빌트모어 호텔의 원래 로비였던 랑데부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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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등 아카데미와 관련한 흥미롭고 역사

적인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상식은 다른 호텔과 극장으로 옮겨 

열렸지만, 빌트모어 호텔은 여전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의 단

골 촬영 장소다. G층 로비인 랑데부 코트에서 제니퍼 로페즈와 테일러 스

위프트, 존 레전드, 에드 시런의 뮤직비디오와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등 일

부 작품의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6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이 호텔 뮤직룸(현

재 메인 로비)에 선거운동본부를 차리기도 했다. 1964년 첫 미국 투어로 ‘브

리티시 인베이전’의 선두에 섰던 비틀스는 호텔 주변을 가득 메운 팬들 때

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옥상에 내려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었다. 골드룸 

안쪽 피아노 뒤편 비밀 통로를 통해 입장하는 스피크이지(speakeasy) 바는 

금주령 시대 유명인사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라고 한다.

오스카를 오스카라고 부른 이는

아카데미상의 또 다른 이름은 ‘오스카’(Oscar)

상이다. 아카데미 수상자에게 주는 높이 34㎝, 

무게 3.8∼3.9㎏의 황금빛 남성상 트로피를 오

스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그중 아카데미 도서관 사서

였다가 훗날 고위직까지 오른 마거릿 헤릭 여

사가 초보 사서 시절 도서관 책상 위에 있는 황

금상을 보고 자신의 삼촌 오스카와 닮았다고 

말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아카데미에서 마거릿 헤릭 여사의 위상은 여기

서 그치지 않는다. AMPAS 설립 이듬해인 1928

년 루스벨트 호텔에 만들어졌던 아카데미 도서

관은 1971년 베벌리 힐스 지역의 현재 위치로 옮

겨 오면서 같은 해 퇴임한 마거릿 헤릭을 기려 

이름을 마거릿 헤릭 도서관(Margaret Herrick 

Library)으로 바꿨다. 

‘오스카’를 직접 만져볼 기회도 있었다. 도서관

이 보관하고 있는 오스카 트로피는 조지 루커

스가 1992년 받은 어빙 G. 솔버그 기념상이었

다. 1930년대 초 할리우드를 견인했던 제작자 

어빙 솔버그를 기념해 만든 특별상으로, 1937년

부터 영화산업에 기여한 프로듀서에게 주고 있

다. 4㎏에 가까운 트로피는 한 손으로 들고 있기

에는 꽤 묵직했다. 봉 감독처럼 트로피 네 개를 

한 손에 두 개씩 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1 골드룸에는 금주령 시대 유명인들이 드나들던 스피크이지 
바가 있다. 왼쪽 철문이 골드룸 입구이고, 오른쪽 위 작은 
환기구가 스피크이지 바의 창문이었다. 
2, 3 골드룸 제일 안쪽에 숨겨진 스피크이지 바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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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거릿 헤릭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지 루커스의 
오스카 트로피 5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오스카의 역사를 
다시 쓰다’라고 평가한 미국 영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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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그리고 영화의 모든 것

도서관을 찾은 날 로비에서는 여성 영화인들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아녜스 바르다부터 캐스린 비글로, 그레타 거윅 같은 유명 감독뿐 아니라, 의상 

디자이너, 미술감독, 편집 기사, 각본가, 프로듀서, 애니메이터 등 대중에게 모습

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든 분야의 여성 영화인들을 아우른다. 지난해 별세한 바

르다 감독의 입상과 대형 사진이 유독 많다 싶더니, 담당 책임자가 “제가 팬이라

서…”라고 수줍게 밝혔다. 

도서관은 역대 아카데미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전문 도서관이기도 하다. 영화 스틸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신, 메이크업 

장면 등 1천300만 장에 달하는 사진 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네거티브 필름, 흑백 사진 등 다양한 버전이 있고 연도별, 작품별, 인물별, 제작사

별로 구분돼 있다. 

또 6만4천 장의 포스터와 영화 의상 스케치, 스토리보드 등 온갖 영화 제작 자료

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의 국가별 포스터는 

물론, 국내에서는 본 적 없는 버전의 ‘괴물’ 포스터도 있었다. 

각국 영화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릿

(비비언 리)이 착용했던 브로치, 배우들의 캐스팅 사진과 

캐스팅 감독의 캐스팅 노트,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 가면,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촬영 현장 메

모 등도 특별 소장품실에서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일주일에 나흘(월·화·목·금) 문을 연다. 로비의 

특별전시와 2층 도서 열람실의 책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보관실에 있는 일부 자료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영화학

도와 마니아의 성지인 마거릿 헤릭 도서관의 희귀하고 흥

미로운 자료들은 올해 12월 14일 로스앤젤레스 뮤지엄

(LACMA) 바로 옆에 아카데미 뮤지엄이 문을 열면 누구

나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1 마거릿 헤릭 도서관 사진 자료실은 1천300만장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2 베벌리 힐스 지역에 있는 마거릿 헤릭 도서관. 1920년대 지어진 
건물은 원래 급수 시설이었다. 3, 4, 5 로비에서는 여성 영화인들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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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치콕 감독의 영화 ‘현기증’에서 킴 노백이 입었던 의상의 콘셉트 디자인과 실제 영화 장면
크리스천 베일과 콜린 퍼스의 캐스팅 사진

영화 ‘수녀 이야기’(1959) 촬영 현장에서의 오드리 헵번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의 
유명한 장면인 경비행기 추격신 사진과 
현장 촬영 스케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릿(비비언 리)이 착용했던 브로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용했던 사자 가면

로버트 드니로에 대한 캐스팅 노트.
 ‘매우 웃김’이라는 캐스팅 감독의 메모가 눈에 띈다. 

마거릿 헤릭 도서관이 보유한 사진과 자료들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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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는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미국 영화와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으로 변모해 왔다. 그 시절의 

할리우드를 엿볼 수 있는 워킹 투어에 참가했다. 

그 시절 
할리우드를 

걷다

    투어 버스가 대기 중인 할리우드대로



April 2020  www.yonhapimazine.com  I  43  42  I   

할리우드대로(boulevard)는 동서 방향으로 쭉 뻗어 있다. 돌비 극장과 

차이니즈 극장 등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곳은 하이랜드 애비뉴를 기준

으로 서쪽에 몰려 있고, 올드 할리우드 투어는 동쪽 지역에서 이뤄진다. 

같은 할리우드대로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전적인 스타일로 꾸민 에이프릴 브룩스 클레머 씨가 투어 가이드로 

나서줬다. 조지아주 출신인 그는 패션을 전공했고 좋아하는 영화배우

들의 전기를 읽으며 할리우드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는 할

리우드 유산보존위원회의 일원으로 올드 할리우드 워킹 투어를 이끌

고 있다. 

교외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북서쪽에 있는 할리우드는 1853년 오두막 한 

채에서 시작됐다. 농사가 잘되는 농촌 마을 공동체였던 이곳에 1880년대 부동산 재벌 하비 헨더슨 윌콕 

부부가 땅을 사 정착하며 ‘할리우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1900년까지 인구가 500명에 불과했던 이곳은 

1910년 로스앤젤레스에 합병된 이후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미국 영화의 중심지가 동부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오게 된 것은 (덕이라고 해야 할지, 탓이라고 해

야 할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때문이다. 1천 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가진 에디슨은 도용한 남의 아이

디어를 상용화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고, 영화계에서도 그 악명을 떨쳤다. 직원

이 발명한 영사기 키네토스코프로 특허를 얻고 프랑스 영화 ‘달세계 여행’(1902)을 불법 복제해 미국 전

역에서 개봉해 크게 성공한 에디슨은 뉴저지에서 영화특허회사를 만들어 영화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 

다른 영화 제작자들은 대부분의 영화 제작 특허를 가진 에디슨의 횡포를 피해 그로부터 가장 먼 서부

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로스앤젤레스는 바다와 산, 사막이 모두 있는 자연 스튜디오였고, 강렬

한 햇살 덕에 조명이 따로 필요 없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서부극을 찍기에는 천혜의 지리적·기후적 조

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1 할리우드대로 풍경 2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에는 영화, 텔레비전, 음악, 연극, 라디오 산업에 기여한 
2천500명이 이름을 새겼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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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최초의 것들

할리우드대로와 윌콕 애비뉴의 코너에 있는 퍼시픽 영화관은 원래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관이었다. 할리우드 유일의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이자, 사운드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1920

년대 유성영화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첫 유성영화를 보고자 극장 주변에 긴 줄을 섰다. 그 

대각선에 있는 현재 상가 건물이 1910년 할리우드에서 처음 문을 연 극장이다. 극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관광객도 많지 않은 이곳에 설치된 명예의 거리 동판은 서스펜스 스릴러의 

거장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이다.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1960)가 이곳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했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은 예나 지금이나 시끄러운 일이어서 윌콕 부부를 비롯해 은퇴 후 조용하고 여유로

운 삶을 위해 이곳으로 온 주민들은 ‘개 금지, 배우 금지’(No dogs, no actors)라는 팻말을 문에 

붙여 놓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24년 지어진 것이 배우 전용 숙소 ‘힐뷰 아파

트먼트’(Hillview APTS)다. 지금은 분홍색 외벽으로 단장한 4층짜리 건물이다. 

힐뷰 아파트먼트 뒤로 할리우드대로의 가장 오래된 집이 있다. 1903년 지어진 

집의 지붕이 너와집을 닮았다. 현재는 스피크이지바로 운영 중이지만 한때 찰

리 채플린이 다녔던 학교로 쓰이기도 했다. 

1, 2 원래 워너브러더스 영화관이었던 
퍼시픽 영화관. 1920년대 최초의 유성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 주변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보인다. 
3.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에 
등장했던 6410번지 입구  

4 배우 전용 숙소로 지어진 힐뷰 아파트먼트
5, 6 할리우드 대로에 처음 들어선 집은 한때 
찰리 채플린이 다닌 학교였다. 원안 흑백사진에 
학교 간판이 보인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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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할리우드의 가장 오래된 영화 전문 
서점 래리 에드먼즈 북숍과 서점에 
진열된 앨프레드 히치콕 관련 서적들 

부동산 광고판의 역전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를 촬영했던 할리우드대로 6410번지 입구를 

지나 한 건물로 들어갔다. 1888년 지어진 할리우드의 가장 오래된 호

텔이었지만 지금은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다. 워킹 투어에서 쓰고 있

는 사무실 창밖으로 멀리 할리우드 사인이 보인다. 1923년 처음 설치

될 때는 ‘HOLLYWOOD’가 아니었다. 언덕 위 ‘할리우드랜드’

(HOLLYWOODLAND)라는 지역의 부동산 광고판이었기에, 

‘HOLLYWOODLAND’였다. 각 글자는 가로 9ｍ, 높이 15ｍ로 전체에 4

천 개의 전구가 깜박거렸고 이를 위해 들어간 돈이 2만1천달러, 현재 

가치로는 32만달러(약 3억9천만원) 정도였다. 

1949년 ‘랜드’(LAND)를 철거하고 ‘할리우드’만 남았고 이후 훼손된 상

태로 방치되던 것을 1978년 잡지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가 주축이 

돼 복원 운동을 벌여 현재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높이 14ｍ, 전체 길

이가 106ｍ에 달하는 이 사인은 날씨가 맑으면 수십㎞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다.

투어의 마지막에 들른 래리 에드먼즈 북숍은 할리우드의 오래된, 

유일한 영화 전문 중고 서점이다. 1938년 문을 연 이 서점은 영

화 서적뿐만 아니라 포스터와 사진, 대본 등을 모두 취급한다. 

마거릿 헤릭 도서관만큼은 아닐지라도, 투어를 마친 뒤 흥미

롭게 둘러볼 만하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기생충’과 함께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

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는 이 

‘올드 할리우드’ 여행에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닐 수 없다. 격변의 시

대였던 1969년 할리우드에서 실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에 가상

의 인물을 들여보내 실제와는 다른 결말로 가는 이 영화는 ‘할리우

드 키드’였던 타란티노 감독이 빛났던 시절의 할리우드에 바치는 

헌사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 올드 할리우드 투어의 마무리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

래된 식당인 ‘무소 & 프랭크 그릴’이 좋겠다. 1919년 오픈해 지난해 

100주년을 기념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릭과 클리프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던 바로 그곳이다. 무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브래드 피트, 그리고 알파치노가 함께 등장하는 그 장면이다.

가이드 에이프릴은 “웨이터 아무개를 찾으면 리어나도 디캐프

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앉았던 자리는 물론, 당시 현장 이야기

를 자세히 해 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웨이터 아무개

를 찾을 여유는 없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이 고풍스러운 식

당은 오가기 불편할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고, 빨

간 재킷을 입은 나이 지긋하고 연륜 있는 웨이터들이 그

사이를 바삐 오가고 있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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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9년 오픈한 할리우드의 가장 오래된 식당 ‘무소 & 프랭크 그릴’
4 ‘무소 & 프랭크 그릴’에서 촬영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한 장면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건물 사무실에서 바라본 풍경. 멀리 할리우드 사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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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에서는 요즘도 매일 
8∼10편의 영화가 촬영 중이다. 195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쇠락했던 다운타운(DTLA)은 
2000년대 이후 르네상스를 누리고 있다. 
이곳에서 영화와 함께해 온 로스앤젤레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해 온 

역사

천사의 도시, 천사의 비행

로스앤젤레스는 스페인과 멕시코의 지배를 거쳐 1850년 미국의 일

부로 자치 역사를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Los Angeles’ 그대로다. 1781년 스페인 지배하에서 세워진 

정착촌의 이름이 ‘El Pueblo de Nuestra Señora la Reina de los 

Ángeles’였다. 영어로는 ‘The Town of Our Lady the Queen of the 

Angeles’, 즉 ‘천사의 여왕 성모 마리아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줄여서 ‘천사의 마을’(Pueblo de los Ángeles)이라고 불렀고, 이후 세

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다운타운 워킹 투어는 ‘엔젤스 플라이트’(Angels Flight) 앞에서 시

작했다. 주황과 검정의 강렬한 대비로 단장한 엔젤스 플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철도다. 1901년 벙커 힐(Bunker Hill)의 가파른 

경사면에 설치됐고, ‘시나이’와 ‘올리벳’이라는 이름의 전차 두 대가 

언덕을 오갔다. 당시 언덕 위쪽은 주거지였고, 아래쪽은 상업 지구

로, 주민들의 생활에 요긴한 교통망이었다. 

1969년 벙커 힐 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로 폐쇄되면서 열차는 무려 

27년 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1996년 원래의 위치에서 반 블록 

옮겨진 현재 위치에 재개장했다. 2001년 승객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고 이후에도 사고와 수리 등의 이유로 몇 차례 폐장하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오래된 랜드마크인 브래드베리 빌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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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7년 오픈한 그랜드 센트럴 마켓
2 멕시코인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앤서니 
퀸이 그려진 벽화 ‘브로드웨이의 교황’

기도 했지만, 시내 중심부를 오가는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통했다. 로스앤젤레스 곳곳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2016)가 인기를 끌며 ‘라라랜드 투어’에 나서는 사람들이 찾는 주요 촬영지 중 한 곳이 됐다. ‘라라랜드’ 촬

영은 2013년 사고 이후 2017년까지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 이뤄졌다. 현재 편도 승차 요금은 1달러다.

Historic Core

다운타운 지역에서도 ‘역사의 중심’(Historic Core)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힐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사이, 1번

가와 7번가 사이에 걸친 이 지역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극장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몰려 있다. 지금은 트

렌디한 바와 식당, 갤러리들이 어우러져 로스앤젤레스의 과거와 현재를 대변하는 곳이다. 

앤젤스 플라이트에서 바로 길 건너편이 히스토릭 코어가 만드는 사각형의 한쪽 끝이다. 그곳에는 1917년 오픈한 다

운타운의 유서 깊은 시장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 있고 바로 옆에는 같은 해 문을 연 ‘밀리언 달러 극장’이 붙어있다. 

무성영화 시대, 서부 영화의 스타 감독이자 배우였던 윌리엄 S. 하트의 ‘사일런트 맨’ 시사회가 그 시작이었다.

밀리언 달러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건너 맞은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브래드베리 빌딩이다. 

1893년 5층짜리 사무실로 지어진 이 건물은 로스앤젤레스의 강렬한 자연광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내부는 화려한 

철제 작업으로 장식했다.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오래된 랜드마크로,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뮤직비디오의 촬영지

로 이용됐다. 1982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도 등장했지만, 최근의 가장 친숙한 영화라면 ‘500일의 

썸머’(2009)를 꼽을 수 있겠다. 3번가 출구로 나오면 멕시코인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앤서니 퀸이 그려진 벽화

를 볼 수 있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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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커플’을 탄생시킨 영화 촬영지 

1911년 지어진 영화관 ‘팰리스’와 1930년대 월트 디즈니가 단골이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가

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테리아 클리프턴스를 지나 7번가를 따라 다시 힐 스트

리트로 올라오면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보석 상가가 나온다. 5천 개의 보석 상

점이 모여 있는 이곳에 있는 ‘다이아몬드’ 빌딩은 원래 워너 브러더스의 영화관이었다.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면 ‘워너’(WARNER)라고 새겨진 글자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이 금

지된 상가 내부로 들어가면 당시 화려했던 극장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다시 퍼싱 스퀘어까지 올라가 6번가에서 좌회전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

텔 바로 옆 건물인 퍼시픽 뮤츄얼에서 잠시 멈췄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지만 1908년부터 1928년까지 지어진 세 개의 

건물이 이어진 보자르 양식의 유서 깊은 건물이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세기의 커플 ‘브란젤리나’(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를 탄생시킨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2005)에서 앤젤

리나 졸리가 외벽을 타고 내려왔던 그 건물이다. 

찰리 채플린과 방탄소년단을 잇는 곳

오른쪽으로 돌아 나와 만나는 스프링 스트리트는 로스앤젤레스가 처

음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한 곳이다. 스프링 스트리트를 포함한 올드 

뱅크 디스트릭트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팜트리

(야자수)가 금지된 곳이다. 영화 속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여느 미

국의 도시로 연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최초의 고층 건물이었던 콘티넨털 빌딩 바로 옆 엘도

라도 빌딩은 찰리 채플린이 살았던 곳이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20

대 초반이던 1912년 할리우드에 정착해 배우이자 감독으로 지위를 굳

혔다. ‘모던 타임스’(1936), ‘위대한 독재자’(1940)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

을 남겼음에도 아카데미 수상과는 인연이 멀었다. 1952년 매카시즘 광

풍 속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미국에서 추방당한 뒤 20년 만인 1972년 

아카데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기 위해 귀국하게 된다. 채플린은 공

로상을 받으면서 12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 아카데미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극장은 찰리 채플린이 

건축 자금을 대 1931년 ‘시티 라이트’ 개봉일에 맞춰 오픈한 극장이다. 

1994년 이후 대중에게는 폐쇄됐지만, 그 호화롭고 웅장한 내부는 방탄

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블랙 스완’(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931년 찰리 채플린의 ‘시티 라이트’를 상영했던 
로스앤젤레스 극장
4 방탄소년단의 ‘블랙 스완’ 뮤직비디오에서 로스앤젤레스 
극장의 화려하고 웅장한 내부를 볼 수 있다. 

1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에서 앤젤리나 졸리가 외벽을 
타고 내려왔던 건물 2 1930년대 월트 디즈니가 단골이었던 
클리프턴스.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테리아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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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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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타운 중고 서점과 중앙 도서관

‘더 라스트 북스토어’(The last bookstore)는 대형 

서점이 줄줄이 문을 닫았던 2011년에 문을 열었다. 원래 

은행이었던 공간을 그대로 살려 금고의 철문 등이 남아 

있다.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 맞은편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중앙 도서관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공 도서관이다.  

  라 브레아 타르 피트

도시 안에서 화석 발굴부터 연구까지 고고학적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라 브레아(La Brea)는 

스페인어로 ‘The Tar’라는 뜻. 타르 구덩이에서 

들어 올린 화석들은 5만 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화석에서 흙을 털어내고 

분류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홀리호크 하우스

석유 재벌 반스달 가문의 상속녀 

알린 반스달의 의뢰를 받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19∼1921년 

건축했다. 2019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홀리호크’(접시꽃)는 반스달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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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볼 만한 곳

 더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대공항 와중인 1934년 개장해 큰 성공을 거둔 

시장이다. 낙농장이었다가 석유가 발견되면서 

시추탑들로 채워졌지만, 대공황으로 

대규모 시추가 금지되면서 지역 

농장주들이 신선한 농작물을 

팔기 시작해 지금까지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쇼핑 

명소이자 맛집 거리다. 현대적 

쇼핑몰 더 그로브도 바로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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