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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온라인 시대다. 여행도 

예외가 아니다. 여행의 고수들은 가이드북이나 여행사가 

추천하는 유명한 관광지보다 현지인이 가는 장소를 선호한다. 

일본 도쿄에서는 왕궁이나 일본 최대 전자상가 아키하바라, 

쇼핑 중심지인 시부야를 둘러보고 여행이 끝났다고 생각 

하지 말자. 지금 도쿄에서 뜨고 있는 

‘핫 플레이스’를 소개한다.

글·사진  이진욱 기자

Travel

여행의 재미 가운데 하나는 ‘현지인 

관찰’이다. 우리와 말과 풍습이 다른 

현지인의 진짜 삶을 엿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이번 도쿄 여행에서는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화려한 관광지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의 속살을 만나보자. 

Hot Places in 

도쿄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9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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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레스토랑

미국 뉴욕에 본점이 있는 재즈 클럽으로 일본 도쿄점은 지난 1988년 

11월에 개장했다. 서울 청담동과 비슷한 패션 거리인 

오모테산도(表參道)에 있으며 우리나라 재즈 애호가들도 많이 찾는다. 

연간 공연 일정이 공지되는데, 인기 연주자의 공연은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좌석은 무대가 잘 보이는 센터 박스 스위트(Center Box Suite), 

사이드 박스 스위트(Side Box Suite), 센터 페어 시트(Center Pair 

Seat), 자유석 등 7개 등급이 있다. 음식 가격은 비싸지 않다. 단품 

요리는 2천〜3천 엔, 음료는 1천 엔 내외다. 모든 주문은 공연 시작 전에 

마쳐야 한다. 홈페이지는 대부분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연주 일정, 

공연 예약, 좌석 선택은 영어로 번역돼 있어서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예약을 할 수 있다. 

문의 www.bluenote.co.jp, 03-5485-0088

운영 시간 월~토 11:00~23:00(일요일 · 공휴일은 21시까지)

도쿄 유흥가인 신주쿠(新宿) 

가부키초(歌舞伎町)에 있는 로봇 레스토랑은 

외관부터 범상치 않다. 벽에는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로봇과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자 무용수의 

사진이 걸려 있다. 야릇한 성인 전용 업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 건전한 곳이다. 입장료 7천 엔을 내고 

공연장으로 들어가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다. 

조그만 무대에는 고작 간이 의자가 놓여 있다. 

게다가 음식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처음엔 

바가지를 썼다고 속상해할 수도 있지만 공연이 

시작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로봇이 춤을 추며 등장한다. 어릴 적 TV나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주인공들이다. 관객들은 솜털 

같은 동심(童心)을 웃기고 울렸던 로봇을 떠올리며 

흐뭇해 한다. 공연은 하루 4회 진행되며,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 www.shinjuku-robot.com, 03-3200-5500

운영시간 16:00~23:00

도쿄스 도쿄는 만화에 등장한 각종 소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지난 2009년 하네다공항에 첫 매장을 낸 뒤 반응이 좋자 도쿄 유행의 

중심지에 2호점을 개장했다. 오모테산도 하라주쿠(原宿) 도큐 

플라자(Tokyu Plaza) 5층에 있는 매장은 입구부터 만화책 표지와 

닮았다. 흰 벽면에 ‘도쿄스 도쿄’ 상호와 말풍선이 그려져 있다. 상품이 

진열된 모습도 만화책과 비슷하다. 진열대는 만화책같이 펼쳐져 

있으며 말풍선 등으로 상품을 분류했다. 방문객은 옮겨 다니면서 

상품을 마주할 때마다 각기 다른 만화책을 보는 느낌을 받는다. 판매 

상품은 대부분 만화 캐릭터, 책, 생활 잡화 등이다. 만화를 좋아하거나 

색다른 기념품을 찾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문의 omohara.tokyu-plaza.com/lifestyle/803, 03-3497-0418

운영시간 11:00~21:00 

블루 노트 도쿄

도쿄스 도쿄

Tokyo’s
Tokyo

3

Robot
Restaurant

2

Blue Note
Tokyo

1 사진 / 블루 노트 도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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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tan
6

긴자(銀座)는 서울 명동과 비슷한 곳으로 고급 의류점과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젊은 세대가 하라주쿠를 선호한다면 중·장년층은  

긴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 일본 내수 경제의 

상징이었던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긴자점이 자리한다. 미쓰코시  

백화점 긴자점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쇼핑을 

도와주는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환전을 하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환전기도 설치했다. 달러, 유로를 비롯해 원화로도 

바꿀 수 있다. 상품을 구입하면 투숙 호텔까지 배달도 해 주며 

소비세 면세 신청도 대행해 준다.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이런 서비스는 

버블경제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자 마련한 것이었다. 매장의 모습은 

우리나라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소비 문화가 녹아 있는 

백화점 탐방을 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문의 ww.mitsukoshi.cp.jp, 03-3562-1111

운영 시간 10:00~20:30

캐롤 림(Carol Lim)과 움베르토 레옹(Humberto Leon)이 지난 

2002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한 의류 편집 매장이다. 

실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는 2009년 상륙했으며 도쿄의 오모테산도· 

시부야· 신주쿠, 오사카 등에 매장이 있다. 특히 오모테산도점은 

규모가 가장 크고 물건 종류도 많다.

지하 1층 · 지상 3층 건물을 사용하는 오모테산도점에서는 의류, 

액서서리, 잡화류 등이 판매된다. 두 창업자는 겐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겸직하고 있어 매장에 겐조와 제휴한 제품이 많다. 

주요 고객은 20~30대이며 우리나라 여행자도 많이 방문한다. 

문의 www.openingceremony.us/about/octokyo, 03-5466-6350

운영 시간 11:00~21:00

미쓰코시 백화점 긴자점

오프닝 세리머니

패션에 관심 있는 남자라면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伊勢丹) 

백화점을 방문해 볼 만하다. 지난 1969년 지어진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소비를 은근히 부추기는 말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세탄 백화점은 지난 2003년 

별관 8개 층을 모두 남성 전용관으로 만들었다. 남성이 소비 

주도층으로 떠오를 것을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백화점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한 해 남성 고객 3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세탄 신주쿠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2천 개에 

달한다. 진열 방식도 조금 독특하다. 브랜드별로 구분해 놓은 

다른 백화점과 달리 품목별로 구분해 놓았다. 또 고객이 매장 

점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 주는 

인생 상담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www.isetan.co.jp,03-3352-1111

운영 시간 10:30~20:00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

Opening
Ceremony

5

Mitsukosh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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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야는 500년에 걸쳐 일본 전통 과자인 화과자와 양갱만을 만들어 

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과자 전문점이다. 도쿄 역 2층을 비롯해 아오야마, 

롯폰기(六本木), 오모테산도에 지점이 있다. 특히 도쿄 역 리모델링과 

함께 개점한 도쿄 역점은 100년 전의 역 주춧돌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전통 제조 방식을 고집하지만 초콜릿 등 

색다른 재료를 넣은 제품도 출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초콜릿 양갱, 

팥죽 등이 인기가 높다.

도쿄 역점 주변 마루노우치(丸の內)의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다. 

문의 www.toraya-cafe.co.jp, 0120-978-625

운영 시간 10:00~21:00

다이버 시티 도쿄 플라자

도쿄 만에 있는 오다이바(お台場)는 1990년대 미래형 주상 복합 

지역으로 개발됐다. 주거 시설 외에 방송국, 호텔, 쇼핑센터 등도 많아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2012년에 개장한 다이버 시티 도쿄 

플라자는 건담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찾아갈 만하다. 건물 외부 

광장에는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건담이 서 있다. 방문객들은 높이 18m의 

초대형 건담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무릎, 팔 등 모든 부품을 정교하게 

만들어 사실감을 높였다. 건물 내에는 건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무기 등이 전시된 건담 프런트 도쿄(Gundam Front Tokyo)가 있다.

문의 www.divercity-tokyo.com, 03-5446-5143

운영 시간 10:00~21:00

도라야Toraya
9

토요타(Toyota) 자동차의 고급 라인인 렉서스가 지난 2013년  

아오야마(靑山)에 세운 플래그십 스토어다. 렉서스가 추구하는 기술, 문화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렉서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건물 외관과 내부는 모두 렉서스 자동차 부품을 형상화해서 

꾸며졌다. 1층에는 자동차 전시 공간과 카페가 들어서 있다. 방문객이 

음식을 즐기다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둘러볼 수 있게 설계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를 대표하는 커피인 푸글렌(Fuglen)도 판매해 커피 애호가들도 많이 

찾는다. 2층은 레스토랑과 렉서스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다른 

렉서스 지점과 웹사이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갖춰 놓았다. 

문의 www.lexus-int.com/intersect/tokyo, 03-6447-1540

운영 시간 11:00~23:00

인터섹트 바이 렉서스

Diver City
Tokyo Plaza

8Intersect by
L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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