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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ext by Kim Myun-Joong
photos by Lim Hark-Hyoun Wicker Park, Bucktown, and Logan Square are Chicago’s original hipster meccas. 

Experience Chicago’s hipster culture in these neighborhoods during  
four stages, like the “levels” of a computer game. And in the process, don’t 
mind those who will sneer at you for being too obsessed with fashion.

시카고의 원조 힙스터 메카인 위커파크와 벅타운 그리고 로건스퀘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의 4단계를 통해 시카고의 힙스터 문화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마치 게임을 즐기듯. 단,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유행에만 
얽매이는 족속이라며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경멸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글. 김면중 / 사진. 임학현



The first stage of your Chicago hipster experience 

begins with checking in at The Robey. Why The 

Robey, of all the hotels in Chicago, you may ask. 

First, for geographic reasons. The Robey is located 

at the meeting point of two hipster neighborhoods: 

Wicker Park and Bucktown. The hotel’s structure is 

towering, like a giant slice of cake, making it a local 

landmark. The various hipster hot spots that we’ll 

discuss later all radiate from a center marked by 

this hotel. You can actually survey these spots from 

the hotel’s sky lounge on the 13th floor, where you 

get panoramic views over Wicker Park and 

Bucktown.

The Robey is Chicago’s answer to Portland’s Ace 

Hotel and Tokyo’s Claska Hotel. Just as the Ace 

Hotel and the Claska Hotel were remodeled from old 

hotels, The Robey was repurposed from an 

abandoned office building constructed in 1929. The 

guest rooms of this sophisticated art deco-style 

hotel are unusual, too. Some of the former cement 

walls have been left exposed and ventilation pipes 

still run across the ceiling. Thanks to this industrial-

style charm, the Robey was chosen by Lonely Planet 

Travel Trends 2018 as one of this year’s best new 

accommodation facilities.

Now that you’ve checked in and placed your 

luggage in the hotel room, you’ve completed Stage 1!

1단계. 더 로비에서 묵기

시카고 힙스터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더 로비에 
체크인하는 것이다. 왜 하필 이곳이냐고? 우선 지리적 이유 
때문이다. 시카고 힙스터 동네인 위커파크와 벅타운이 
만나는 교차점에 더 로비가 위치한다. 마치 조각 
케이크처럼 우뚝 서 있는 더 로비의 모습은 이 동네를 
상징한다. 앞으로 소개할 수많은 힙스터 성지는 이 호텔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다. 13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에 오르면 위커파크와 벅타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포틀랜드에 에이스 호텔이 있고 도쿄에 클라스카 

호텔이 있다면 시카고에는 더 로비가 있다. 에이스 호텔과 
클라스카 호텔이 오래된 호텔을 리모델링한 것처럼  
더 로비도 1929년에 지어 사용하다 버려진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것이다. 아르데코 양식의 이 세련된 호텔의 객실 
역시 독특하다. 시멘트 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천장에는 배기관이 지나다닌다. 이런 인더스트리얼한 느낌 
덕분에 <론리플래닛 2018 여행 트렌드>는 ‘올해 최고의 
새로운 숙소’ 중 하나로 더 로비를 꼽았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트렁크를 들여놓았는가. 

그렇다면 1단계 임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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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ready to take a walk down the streets of 

Wicker Park and Bucktown. As befits an enclave 

of natty dressers, the two neighborhoods boast 

many clothing shops and multi-brand stores —

especially shops selling second-hand clothing. 

Similar to other hipsters around the world, 

Chicago’s stylish set can’t resist vintage fashion.

Among Wicker Park’s local shops, Store B 

Vintage is the crème de la crème for vintage 

fashion. From formal wear (that might have been 

worn not by my parents’ generation but by my 

grandmother’s) to bold and experimental clothing 

with eye-catching colors and designs, the store 

stocks a large selection of choices. 

Owner David Ginople mentioned the following 

on Chicago’s latest fashion trends: “Nowadays 

there are more male customers buying women’s 

clothing and women buying men’s clothing.” He 

also mentioned Lady Gaga’s visit to the store a 

few years ago: “Lady Gaga bought all kinds of 

clothing: bags, purses, and accessories — so 

many actually, I had to replenish my stock fast!” 

he added with a laugh.

When it comes to fash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clothing pieces for a hipster is the 

T-shirt. The T-shirt that you wear says a lot about 

you. Naturally, hipsters are especially keen on 

original, vintage T-shirts from the 1970s and 

1980s. But getting original T-shirts is easier said 

than done.

To get around this problem, consider 

personalizing your T-shirt. At The T-Shirt Deli, you 

can make a T-shirt that is uniquely you. The 

process is simple. After choosing your preferred 

style and color, choose the text and logo for your 

T-shirt. The staff can print anything from a 

political slogan to a comical text, and with 

thousands of logos available, all you have to do 

is choose the one that appeals to you most.

Now that you have acquired and donned a 

vintage T-shirt, Stage 2 is complete!

2단계. 빈티지 패션 도전하기
자, 이제 위커파크와 벅타운의 거리를 거닐어보자. 
멋쟁이들의 동네답게 옷 가게와 편집숍이 많은데 유독 중고 
옷을 파는 곳이 많다. 전 세계의 여느 힙스터처럼 시카고의 
멋쟁이들도 유독 빈티지 패션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그중에서도 스토어 B 빈티지는 위커파크의 빈티지 

패션을 주도하는 곳이다. 부모님 세대를 넘어 할머니 세대가 
입었을 법한 정장부터 강렬한 색상과 디자인이 눈에 띄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옷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의 주인장인 데이비드 지노플은 “최근에는 남자 고객이 
여자 옷을, 여자 고객이 남자 옷을 사는 경우가 늘었다”며 
최근 시카고의 패션 트렌드에 대해 귀띔해줬다. 그러면서 몇 
년 전 레이디 가가가 이곳을 찾았을 때를 언급하며 “그때 
레이디 가가가 갖가지 옷이며 가방, 지갑, 액세서리를 한 
무더기 사 가는 바람에 급하게 물건을 확충했어야 
했지”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힙스터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티셔츠다. 당신이 입는 티셔츠가 당신의 많은 
것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힙스터들은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의 오리지널 빈티지 티셔츠를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그런 티셔츠를 구하기가 어디 말처럼 
쉽나. 이럴 땐 아예 자기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 방법이 
있다. 벅타운에 위치한 티셔츠델리에서는 나만의 티셔츠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색상을 
고르고, 원하는 스타일의 셔츠를 고른 후, 자신이 원하는 
문장과 로고를 말해주면 끝이다. 정치적인 메시지부터 
코믹한 문구까지 수천 개의 로고가 있으니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고르면 된다.  
자, 당신에게 어울리는 빈티지 패션 아이템을 갖춰 

입었는가. 그렇다면 2단계 임무 완료! 

Store B Vintage
Z  1472 N. Milwaukee Ave.
a  +1 773-772-4296
X  storebvintage.com

The T-Shirt Deli
Z  1739 N. Damen Ave. 
a  +1 773-276-6266
X  tshirtdeli.com

The Robey Chicago
Z  2018 W. North Ave. a  +1 872-315-3050 X  therobey.com

Store B Vintage The T-Shirt Deli



On social media, most of the hipster posts are photographs 
taken at cool restaurants. In restaurants with stylish decors and 
waiters and trendy background music, you’ll always see plenty 
of hipsters.

번외 단계. 다국적 음식 맛보기
힙스터의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은 단연 맛집에서 찍은 사진이다. 
멋진 인테리어와 웨이터, 그리고 트렌디한 음악이 있는 레스토랑에는 항상 
힙스터들로 붐빈다.

Dove’s Luncheonette
This is the most popular Mexican 
restaurant in Wicker Park. The 
atmosphere is as special as the food.
위커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멕시코 
레스토랑이다. 맛도 분위기도 일품이다. 
Z 1545 N. Damen Ave.
a +1 773-645-4060 
X doveschicago.com

Antique Taco
Wicker Park has lots of taco restaurants,  
but this was where I found the best-
tasting tacos.
위커파크에는 유독 타코 레스토랑이 많은데,  
단연 이곳 타코 맛이 최고였다. 
Z 1360 N. Milwaukee Ave.
a +1 773-687-8697 
X antiquetaco.com

The Bristol
In 2009, the Bristol was chosen by the 
American edition of GQ magazine as one 
of America’s top 10 restaurants.

2009년 <GQ> 미국판이 꼽은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10곳 중 한 곳이다.
Z 2152 N. Damen Ave.
a +1 773-862-5555 
X thebristolchicago.com

Inside Dove’s Luncheonette
도브스 런처네트 내부.



If you think hipsters are just eccentrics who are 

into some sort of subculture, you’re wrong. 

Hipsters have great intellectual curiosity, so they 

naturally enjoy reading books. They won’t 

necessarily read the books on bestseller lists; 

instead, they’ll seek out unusual reads.

Stop by Quimby’s Bookstore. This 

independent bookstore is crammed with 

remarkable monographs, extraordinary 

periodicals, witty comic books, and 

sophisticated books of design. Above all, it has 

a vast stock of independent magazines that 

cover a broad spectrum of subjects.

Volumes is a bookcafe that opened last year. 

Its interior space has an interesting layout—  

the bookstore occupies the rear space, while 

the area nearer the entrance is the café.  

At Volumes, you can browse books until you find 

one that interests you, then take it to the café 

space and read it while having your coffee.

When I visited Volumes, a stand-up comedy 

show was taking place. Most people were 

enjoying the show, but some were choosing 

books, and others were sitting in the café space 

staring at their laptops, engrossed in their work.

The scene at the second-hand bookstore 

Myopic Books was even more surprising. While 

browsing the books on the ground floor, I heard 

live music coming from somewhere. I followed 

the sound upstairs where I found a duo 

performing among piles of books. Some people 

were sitting on the floor listening to the 

performance, while others let the sound wash 

over them as they concentrated on their books 

with indifferent expressions. Everyone was doing 

their own thing without worrying what others 

might think. These cool hipsters!

Having browsed these independent 

bookstores and found a good book to read 

during the rest of your trip means that you’ve 

now completed Stage 3!

Quimby’s Bookstore
Z  1854 W. North Ave.
a  +1 773-342-0910
X  quimbys.com

Volumes Bookcafe
Z  1474 N. Milwaukee Ave.
a  +1 773-697-8066
X  volumesbooks.com

Myopic Books
Z  1564 N. Milwaukee Ave.
a  +1 773-862-4882
X  myopicbook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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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독립 서점 구경하기
힙스터를 그저 하위문화나 즐기는 괴짜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당연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는 안 읽는다. 이런 책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희귀한 책을 찾아 읽는다. 
큄비스로 가보자. 이 독립 서점에는 특이한 단행본, 

엉뚱한 정기간행물, 재치 있는 만화책, 세련된 디자인 
서적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엄청난 수의 독립 잡지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무지 넓다. 국제정치만 다루는 잡지부터 
일상의 작은 물건 한 가지만 소개하는 잡지까지 다양한 
테마의 잡지가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볼륨스는 산뜻한 느낌을 주는 북 

카페다. 매장 한쪽은 서점 공간이고, 입구 쪽 공간은 카페 
공간이다. 서점 공간에서 책을 구경하다가 맘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카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서점 공간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열리고 있었다. 대다수가 쇼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에도 어떤 이는 책을 고르고, 어떤 이는 카페 
공간에서 랩톱을 응시하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중고 서점인 묘픽의 풍경은 더욱 쇼킹했다. 옛날 종이 

냄새 가득한 1층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라이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더니 책 더미 사이에서 2인조 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점 바닥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사람부터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한 듯 라이브 사운드를 흘려듣는 
사람까지,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그저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멋진 녀석들! 
자, 이렇게 독특한 독립 서점에서 이번 여행에서 틈틈이 

읽을 책 한 권을 구입했는가. 그렇다면 3단계도 임무 완료! 

Volumes Bookcafe

Quimby’s Bookstore



The Wormhole Coffee
Z  1462 N. Milwaukee Ave.
a  +1 773-661-2468 
X  thewormhole.us

Logan Arcade
Z  2410 W. Fullerton Ave.
a  +1 872-206-2859 
X  loganarcade.com

Emporium
Z  2363 N. Milwaukee 

Ave.
a  +1 773-360-8774
X  emporium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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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80년대 문화 경험하기
요즘 힙스터들은 왜 이리도 80년대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판치던 때 아니던가.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시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위커파크 힙스터의 아지트인 웜홀은 80년대 대중문화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매장 전체에 <그렘린> <고스트 
버스터즈> 등 추억의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고, 커피숍 
구석에는 오래된 TV와 연결된 조이스틱 게임기가 있다. 
커피 메뉴 보드판도 1980년대 인기 게임이었던 ‘갤러그’의 
타이포그래피로 돼 있다.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수많은 추억의 파편 가운데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카페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였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타임머신으로 나오는 드로리안 
자동차다. 카페에 흘러나오는 80년대 음악에 파묻혀 
드로리안을 보고 있노라니, 저 차가 어쩌면 실제 
타임머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요즘 시카고 힙스터들이 빠져 있는 오락 중에는 

80년대 비디오게임과 핀볼이 있다. 위커파크와 
로건스퀘어에만 어른 전용 오락실이 여러 군데 있다. 성인 
전용 오락실이라고 빠찡코나 슬롯머신 같은 것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이곳들에는 순수하게 전자오락 기계와 핀볼 
게임만 있으니까. 이 가운데 로건아케이드는 시카고에서도 
가장 방대한 컬렉션을 갖춘, 이 분야의 최강자다. 좀 더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엠포리엄을 추천한다. 옛날 
전자오락과 핀볼 외에도 포켓볼, 에어하키 등 다양한 
테이블 게임까지 갖추고 있다. 한쪽에는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길 수 있는 바 공간도 있으며 종종 파티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자, 80년대 음악에 파묻혀 그 시절 청춘의 문화를 
흠뻑 느끼셨는지. 그렇다면 4단계 임무 완료! 

축하한다! 이로써 당신은 시카고 힙스터 문화 체험의 모든 단계를 완수했다.  
이제 4단계 체험 중 맘에 드는 것을 일상에 이식하는 일만 남았다. 당신의 집을 
더 로비처럼 꾸미는 것도 좋고, 가끔 독립 서점을 찾아가 당신 취향에 딱 맞는 
독립 잡지를 구입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쪼록 당신의 멋진 삶을 응원한다!

Why are today’s hipsters so passionate about 

the 1980s culture? There’s no denying that  

the 1980s was a time of prosperity, both 

economically and culturally, a time to which we 

can never go back. Perhaps that’s why hipsters 

are fond of that decade.

The Wormhole Coffee, a favorite Wicker Park 

hipster hangout, is like a museum of 1980s 

popular culture. Posters for period films such as 

Gremlins and Ghostbusters are hung all around 

the place, and in one corner of the coffee shop 

there’s even a joystick game connected to an 

old TV set. In a nice touch, the coffee menu is 

printed in the typography of the popular 1980s 

game Galaga.

Among the many memorabilia from the 

1980s, the most overwhelming is the car placed 

on one wall of the café. It’s a DeLorean, like the 

one that appears as a time machine in the 

movie Back to the Future. When I saw this car in 

the café with 1980s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it seemed to me that the DeLorean 

was really a time machine.

Among the amusements that Chicago’s 

hipsters enjoy these days are 1980s video 

games and pinball. There are quite a number  

of game rooms in Wicker Park and Logan Square 

alone. Among them, the Logan Arcade is  

the leader, with the largest collection in Chicago.

If you’re into games, give the Emporium a 

try. Here, besides the old electronic games and 

pinball machines, you can also play table games 

such as pocketball and air hockey. There’s even 

a bar where you can enjoy a beer and have a 

chat, and parties and performances are held on 

occasion.

Now that you’ve immersed yourself in 1980s 

music and fully tasted the youth culture of that 

time, you’ve completed stage 4! 

You’ve completed all the stages of your Chicago hipster culture 

experience. All that remains is for you to transplant something you 

like from any of these four stages into your life. You could, for 

example, decorate your house like The Robey, or visit an 

independent bookstore to find an independent magazine that’s 

just right for your interests. In any case, I wish you a hip life!

Asiana Airlines has daily round-trip flights between  
Seoul (Incheon) – Chicago.

In cooperation with Choose Chicago (choosechicago.com), Brand 
USA (VisitTheUSA.com), and Wicker Park Bucktown Chamber of 
Commerce (wickerparkbucktown.com)

CONGRATULATIONS!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인천) –시카고 구간을
매일 왕복 운항합니다.

취재 협조. 시카고 관광청(choosechicago.com),  
미국 관광청(gousa.or.kr), 위커파크벅타운상공회소 
(wickerparkbucktown.com)

Logan Arcade

The Wormhole Coffee

Emporium

The Wormhole Cof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