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ICCFR Conference

문화탐방 Cultural Exploration
뉴포트 비치 Newport Beach

뉴포트비치(Newport Beach)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뉴포트 비치는 태평양 연안의 위치한 다수의 캘리포니아
도시들과 같이 아름다운 해변이 그 자랑거리이다.
1906년 도시로 지정된 뉴포트 비치는 오랜 세월 동안
할리우드(Hollywood)의 유명 스타들 외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관광지 이다. 현재 타이거 우즈(Tiger Woods, 미 프로골퍼)와 코비
브라이언트 (Kobe Bryant, 미 프로 농구선수)등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3년 인기리에 방영된 TV 시리즈 The
O.C.(Orange County)를 통해 뉴포트 비치의 여유로운 풍경과
자유분방함이 더욱 널리 알려졌다.
부겐빌이아(Bougainvillea)와 에리스리나 (Coral Tree)가 도시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이다. 58개의 공원이 450 에이커에 달하며
9,900여대의 보트와 1,230여개의 부두가 있다.

헌팅턴 비치 Huntington State Beach
▶ Address: 21601 Pacific Coast Hwy, Huntington Beach, CA 92646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군(郡)에 속해 있으며 캐털리너 섬 맞은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라스볼서스 목
장과 라볼사치카 목장의 일부였으며, 초기에는 셸비치로 불리다가 1901년 택지 분양이 된 후 분리되어 퍼시픽시티
라고 불렸다. 오래 전부터 아름다운 해변으로 이름난 곳이었는데 해변 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 철도 부호(富豪)였던
헨리 E. 헌팅턴(Henry E. Huntington)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지명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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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저트 힐 프리미엄 아울렛 Desert Hills Premium Outlets
▶ Website: www.premiumoutlets.com/outlet/desert-hills
▶ Address: 48400 Seminole Dr, Cabazon, CA 92230
▶ Business Hour: 10:00am-9:00pm

Carbon Canyon Regional Park
▶ Website: www.ocparks.com
▶ Address: Brea, California, United States

Carbon Canyon Regional Park (or simply Carbon Canyon Park) is a regional park in Brea, California that
was created after the Carbon Canyon Creek was dammed. It links up with Chino Hills State Park on the
East side. The park also is home to a small forest of Redwood trees, which have been struggling to
survive since the start of the 2010 California drought.
A small, three acre forest of Coastal Sequoia redwood trees reside within the park's boundaries and is
host to various species of birds, rabbits, squirrels, chipmunks and fauna. The forest was threatened in
2008 by the Triangle Fire and by the California drought from 2010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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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센터 The Getty Center
▶ Website: www.getty.edu
▶ Address: 1200 Getty Center Dr., Los Angeles
▶ Business Hour: 10:00am-5:30pm (Sunday)

게티 센터라는 거대한 문화단지는 젊은 시절부터 미술품을 수집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미국의 석유 재벌 J. 폴
게티의 개인 소장품과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건립에만 14년이 걸린 게티 센터는 미술관 뿐 아니라 연구소,
교육시설 등 다방면으로 문화에 기여할 체계를 갖추었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투입된 건물들은
1997년에 완공되었으며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주변의 경관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백색의 건축가라고 불리
는 리처드 마이어가 흰 대리석을 사용해 건설한 건물들은 새로운 아크로폴리스라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게티 센터
의 중심은 동·서·남·북 4개의 독립된 전시관으로 이루어진 J. 폴 게티 미술관이다. 폴 게티 미술관은 퍼시픽 팰
리세이즈에 1974년에 설립된 게티 빌라와 함께 게티의 이름을 딴 2대 미술관이다. 이들 미술관에는 고흐의 <아이
리스>를 비롯한 유명 회화 작품은 물론이고, 폼페이의 벽화나 기원전 5세기의 아프로디테 상 같은 그리스‧로마의
조각들부터 서아시의 융단까지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정원이 마련돼 있는
데 그중 메인 정원이 가장 볼 만하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날씨가 맑은 날에는 로스엔젤레스의 스카이라인
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무료로 트램이 운행된다.

헐리우드 Hollywood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1910년에 시(市)의 일부가 되었다. 1920년 영화촬영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하였다. 미국의 주요 영화회사에 대한 중앙배역사무소와 영화박물
관

등이

있어

미국

영화계의

총본산구실을

한다.

할리우드볼

(Hollywood Bowl)이라고 불리는 1919년에 건설된 유명한 야외극장과
그리피스 공원에 있는 연극 원형극장, 콘크리트 앞뜰에 많은 배우들의
손바닥 또는 발바닥 도장이 찍혀있는 중국극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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