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
발행일 2012년 1월 1일
발행 (사)서울영상위원회
제작지원 서울특별시
기획 (사)서울영상위원회・(주)영화제작소 눈
제작 (주)영화제작소 눈
편집・디자인 이숲
본문 일러스트 이정학

© 2012, (사)서울영상위원회
이 책의 저작권은 (사)서울영상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서문

서울을‘재발견’하는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물이 지닌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
라마 한 편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1953년 제작된 〈로마의 휴일〉의 촬영지인 스페인광장과 트레비분수는 6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로마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필수코스로 각인이 되었으며, 영국의 작은 도시
였던 노팅힐은 영화 〈노팅힐〉로, 뉴질랜드의 남섬은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세계인들
에게 도시와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었습니다.
굳이 외국의 경우를 따지지 않고 서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
화 〈괴물〉이 개봉했을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영화 촬영지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
며 이름 없던 남산의 어느 계단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삼순이 계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장소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사
람들에게 새롭게 기억되면서 생기를 얻었습니다.

거리에서 우리는 종종 촬영용 카메라를 둘러싸고 환히 조명을 밝히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해 100여 편의 한국영화가 제작되고 또 수많은 드라마들이 TV
를 통해 소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길에서 우연히 촬영팀을 만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은 이렇듯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다시 생기를 얻은
100곳의 촬영지를 소개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울을 그저 회색빛 도시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서울은 다양한 얼굴과 그 얼굴 속에 풍부한 표정
을 지니고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여행책자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촬영지에 얽힌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촬영지별 정보들을 실었으며 2부는 독
자들을 위한 추천투어 코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의 문자만을 읽는 것이 아
니라 책을 손에 들고 직접 원하는 장소들을 둘러보며 그 시간만큼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기어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사랑한 서울 촬영지 100선》이 서울의 진면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을 ‘재발견’하는 작은 기쁨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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