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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Movie Locations to Visit

Traveling always makes us excited. If you travel to 

a place you saw in a movie, you will find that very 

interesting. Here are some places you might be 

familiar with from seeing them in movies.

 When you think of traveling in Europe, a lot of 

places will come to your mind. If you are a fan of 

musical movies, Santorini, the Greek island, can be 

one of your travel destinations. This is not only a 

setting for Mamma Mia, but also a regular place in 
단 골

posters and postcards. 
엽 서

Bright white houses, small hotels, and outdoor cafes 

hang on the edge of steep cliffs that go down to the 
매달려있다 떨 어 지 다

blue Aegean Sea. Every year, thousands of tourists 

visit Santorini to experience the famous undersea 

caldera, and they admire some of the most beautiful 

traditional villages of the Greek islands, the 

Cyclades. 

While walking or biking around the villages, you 

could remember a scene where Donna and Sam 

had a reunion and ran around these villages, 
다 시 만 나 다 어울려다니다

singing "The Winner Takes It All" in Mamma Mia. 

The lively colors of the white houses with their blue 

painted windows contrast against the black volcanic 
대 조 를 이 루 다

rocks rising from the sea. If you ever see it in 

person, you will find this view very exciting.
직 접

번역

 

여행은 언제나 우리를 신나게 한다.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봤던 장소를 여행한다면, 그것이 매우 흥미

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영화

에서 보아 친근할 수도 있는 몇몇 장소들이 있다.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려고 생각할 때, 많은 장소

가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뮤지컬 

영화의 팬이라면,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가 여행 목

적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곳은 '맘마미아'의 배

경일 뿐만 아니라, 여러 포스터나 엽서에 단골로 등

장하는 장소이다. 

밝게 빛나는 흰색 집들, 작은 호텔들, 그리고 야외

의 카페들이 푸른 에게해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

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

객이 이 유명한 바다 아래의 칼데라를 보기 위해 산

토리니를 방문하며, 키클라데스라는 그리스 섬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마을을 보고 감탄한다. 

그 마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동안, 여

러분은 '맘마미아'에서 도나와 샘이 다시 만나 '승자

는 모든 것을 차지해'를 부르며 마을에서 어울려 다

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창

문이 있는 흰색 집의 선명한 색상은 바다에서 솟아

오른 검은색의 화산암들과 대조를 이룬다. 만약 여

러분이 이 경치를 직접 보게 된다면, 이 광경이 매

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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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watched the movie Avatar, you must be 

surprised at the scene when Neytiri and Jake were 
장 면

flying above the floating "Hallelujah Mountains." And 

you thought Pandora’s world, Na'vi's forested 

habitable moon, could not exist on the Earth. It 

cannot. However, the "Hallelujah Mountains" in 

Avatar were actually inspired by the Chinese 
영감을 받았다

mountains that exist in Yuanjiajie. 

If you have a chance to travel to China, you should 

witness the floating mountains in person. Yuanjiajie 

is located in the Zhangjiajie National Forest Park. It 

is a naturally formed platform mountain, surrounded 
평평한 지형의

by higher summits which are divided by deep 
봉 우 리

valleys. You will walk on the mountains' edge and 

watch clouds rise from beneath your feet. 

As you climb up the mountains, you are made to 

sense the closeness of the mountains, with the 
느 끼 다

impression / you could almost touch them. Many 

peaks rise from the deep valley floor, causing you to 

recall the images that the mountains are floating 

upside down in the movie. Like Neytiri and Jake did,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flying among the 

peaks, riding on the clouds.

번역

여러분이 영화 '아바타'를 봤다면, 네이티리와 제이

크가 공중에 떠 있는 할렐루야 산 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고 분명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숲으로 뒤

덮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나비족의 달인 판도

라의 세계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바타의 할렐루

야산은 사실 원가계에 존재하는 중국의 산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만약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직접 공중에 떠 있는 그 산들을 보아야 한다.

 원가계는 장가계 국립산림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깊은 계곡으로 구분되는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평평한 지형의 산이

다. 산 가장자리를 걸으면 발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을 오르면서, 거의 

손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산들과 가

까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거꾸로 떠다니는 산들의 이미지

를 떠올리게 하면서 많은 산봉우리들이 깊은 계곡 

밑에서부터 솟아오른다. 네이티리와 제이크가 그랬

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치 구름을 타고 산봉우리 사

이를 나는 느낌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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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A, New York City is common in many 

movies. If you want to experience busy city streets, 

New York, City is a perfect place! There are many 

things to do in New York! One of them would be 

visiting Rockefeller Center. It would not be winter 

without a chance to ice skate in one of New York 

City’s most celebrated locations. 

Here you will find both New Yorkers and visitors, 

skating under the watchful eyes of the golden statue 

of Prometheus and the unique urban backdrop of 
배 경

Rockefeller Center’s sparkling lights. You may recall 

the scene in which skating Jonathan talked to Sarah 

in Serendipity. Try skating on that rink and being a 

Jonathan or a Sarah.

If you are lucky, you will see the Rockefeller Center 

Christmas tree, which also appears in a lot of 

movies. The tree has been a crowd pleaser for more 
사 람 들 의 즐 거 움 거 리

than 75 years. The tree lighting ceremony attracts a 

lot of people, but you don’t have to be at the 

ceremony to see the tree. You can admire the tree’s 
행 사 에 감 탄 하 다

brilliant lights all season long.

There are many places you may feel with familiar 

and may want to visit. Why don’t you research these 

places? Maybe you will find yourself walking around 

the place in the future.

번역

미국의 뉴욕 시는 많은 영화에 흔하게 나온다. 여러

분이 바쁜 도시의 거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뉴욕 시

가 가장 완벽한 장소이다! 뉴욕에는 할 일이 많다! 

그 중 하나는 록펠러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뉴욕 

시의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한 군데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기회를 갖지 않고는 겨울이라고 할 수 없다. 

프로메테우스 황금 동상의 예리한 눈초리와 록펠러 

센터의 반짝거리는 불빛의 독특한 도시 배경 아래

에서 스케이트를 타다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뉴

욕의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세렌디피티'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조너선

이 사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조너선이나 사

라가 되어보라.

만약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또한 많은 영화에 나오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트리는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즐거움거리

가 되고 있다. 트리 점등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

이 모여들지만, 그 트리를 보기 위해 꼭 그 행사에 있

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찬란

한 빛을 계절 내내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익숙함을 느끼고 방문해 보고 싶은 장소

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들을 조사해 보

는 것은 어떠한가? 어쩌면 미래에 그 장소를 걷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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