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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Attire
For the indigenous Sámi of far northern Europe, gákti  isn’t 
simply clothing that keeps them warm but the sartorial 
equivalent of an ID card, with each unique outfit offering insight 
into the wearer’s language, family and community.

북유럽 사미족의 
전통 의상, 각티
유럽 북단 지역의 토착민 사미족의 전통 의상 ‘각티’는 단순히 

보온용 의복이 아니다. 말하자면 옷을 입은 사람의 언어와 집안, 

소속 공동체를 알려 주는 일종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다.

Cover Story Gák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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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와 러시아 콜라반도 일원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사미족의 땅’을 

의미하는 ‘사프미’ 지역의 일부였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미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온 토착민이다. 

사미족은 순록 목축과 ‘눈(雪)’을 뜻하는 단어가 300개에 이를 

정도로 풍성한 언어가 특징이며, 강렬한 색상의 전통 의상   

‘각티’로 유명하다. 각티는 순록 가죽과 털, 그리고 ‘바드말’이라 

불리는 거친 모직으로 만드는데, 순록 가죽과 털은 혹독한  

추위를 막아 줄 방한복에 적합하다. 

각티는 일상복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격식을 갖춘,  

일종의 예복으로 변모했다. 한 사미족 원로는 각티를 매일 

입는다는 건 늘 턱시도 차림으로 출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사미족은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 등 격식을 

차려야 할 중요한 행사 때 각티를 입는다.

각티와 옷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전기를 읽듯 그 사람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각티를 보면 착용자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어느 공동체 출신이고 어떤 사미족 방언을 구사하는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 

Before Norway, Sweden and Finland existed as we 

know them today, their northern regions and Russia’s Kola 

Peninsula were (and still are) part of a region called Sápmi. 

It’s home to the Sámi, an indigenous people who have 

lived here for thousands of years. The Sámi are known for 

reindeer husbandry, their 300 different words for “snow” 

and gákti, their vibrant traditional clothing historically 

made from wadmal (a coarse woven wool) and reindeer 

skin and fur, which provides exceptional insulation.

Gákti, which started as everyday wear, has morphed 

over time into a revered cultural costume. A Sámi elder 

once told me that wearing your gákti every day would be 

like wearing a tuxedo to work. Donning this folk regalia is 

akin to pulling out your Sunday best, and the clothing is 

generally reserved for ceremonial events.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vibrantly colored 

traditional attire allows you to read its patterns like a 

biography. Each gákti introduces its wearer by explaining 

which siida, or reindeer-herding community, they hail 

각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스웨덴 최북단 

노르보텐주에 위치한 유카스예르비로 향했다. 사미족 문화의 

본거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북극권 위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여행객에게 사미족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해 주는 ‘누티 사미 시다’였다. “우리 

사미족은 국적으로 분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프미’라는  

지역 안에 속하는 공동체 단위로 생각하죠.” 사미족 안내원 

안넬레 게우프의 말이다. 

각각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고유 상징이 있고, 그 상징을  

의상 위에 수놓아 각티를 완성한다. 일례로 북부 공동체의  

각티는 커다란 은장식과 술이 달린 실크 숄이 특징인 반면,  

남부 공동체의 각티는 백랍 소재 실로 수놓은 옷깃, 가슴  

부분의 자수, 단순한 형태의 브로치 정도만 장식한다. 또 

북부의 드레스는 남부의 드레스보다 대체로 짧다. 게우프는 

from, which Sámi dialect they speak, their marital status 

and even which specific family they belong to, all without 

the wearer having to utter a single word.

To learn more about gákti, I head to the village of 

Jukkasjärvi, Sweden, a stronghold of Sámi culture 200km 

above the Arctic Circle. My first stop is Nutti Sámi Siida, a 

company that introduces travelers to Sámi culture. “We 

don’t talk about countries, but rather communities in one 

region: Sápmi,” Annele Gaup, a guide for the company, 

tells me over a lunch of smoked reindeer called suovas.

These communities are metaphorically sewn into 

their uniquely patterned gákti. For example, gákti from 

northern communities use larger silver adornments and 

fringed silk shawls, while communities in the south limit 

their bling to mostly pewter collars, embroidered chest 

pieces and simpler brooches. Northern gákti dresses also 

tend to be shorter than those in the south. On paper, Gaup 

is from Norway, but in Sámi terms she’s from Aksomuotki 

siida and Raisduottar sameby (village) in Sápmi. The band 

요크모크의 ‘사메르나스 우트빌드닝스센트룸’ 학교에서는 사미족 문화, 수공예, 

언어를 가르친다(왼쪽 페이지). 서로 다른 공동체의 각티를 입은 세 여학생(아래).

In Jokkmokk, Sweden, Samernas Utbildningscentrum teaches Sámi 
culture, crafts and language (opposite). Tilde-Ristin Kuoljok, Angelica 
Hedberg and Anna Erika Svakko model traditional gákti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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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는 노르웨이 국적이지만, 사미족 세계에서는  

사프미 내에 위치한 악소무옷키 공동체, 라이스두오타르 마을 

출신이다. 이 정보는 그녀가 착용한 각티와 ‘루카’라 부르는 

판초에 수놓아진 띠 문양을 통해 드러난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누티 사미 시다를 운영하는 닐스 

토르비에른 누티를 만났다. 그는 산골 마을 사리부오마  

출신의 순록 목축업자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수를 놓은  

소박한 남색 튜닉 차림이었다. “제 작업용 각티예요.” 누티가 

말했다. 각티는 축제 같은 중요한 날에 입는 옷이지만, 많은 

목축업자는 여전히 단순한 형태의 각티를 작업용으로  

착용한다. “평소에는 상체를 덮는 판초만 걸치고, 특별한  

날에는 제대로 된 각티를 갖춰서 입죠.”

다음 날, 유카스예르비를 출발해 남쪽의 요크모크로  

이동했다. 오전 10시였지만 북극권의 겨울날은 밝지 않았다.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 

요크모크의 주민 수는 3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2월이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대규모의 사미족 축제가 열리고,  

4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시장은 다양한 사미족 공동체가 몰려들어 화려한 원색의  

바다를 이룬다. 그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각티를 소개하는 패션쇼도 진행한다.

아이테 박물관에서 각티를 구경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각티의 변천사를 살펴보기 위해 사미족의 문화, 

공예,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 ‘사메르나스 우트빌드닝스센트룸’을 

찾았다. 그곳에 다니는 학생인 안젤리카 헤드베리, 안나 에리카 

스바코, 틸데리스틴 쿠올리오크를 만났다.

만일 내가 사미족이었다면 헤드베리는 옐리바레 출신, 

스바코는 클림프피엘 출신, 쿠올리오크는 요크모크 출신임을 

이들이 입은 옷만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착용한 양모 

모자도 세 학생의 출신지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헤드베리와 

쿠올리오크가 구사하는 룰레 사미어로는 ‘가페르’, 스바코가 

사용하는 남부 사미어로는 ‘쇼페’다. ‘각티’라는 말 역시 전통 

의상을 가리키는 북부 사미어지만, 북부 사미어가 가장 널리 

쓰이다 보니 지금은 이 단어가 전 지역에서 통용된다.

“1학년 때 자신의 집안과 소속 공동체의 고유 문양을 익히고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요.” 쿠올리오크의 말이다. 헤드베리는  

“각티는 일종의 신분증”이라며 “어떤 사람이 어느 집안 또는 어느 

공동체 출신인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 학교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집안 내력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사미족 출신이 많다. “만약 사미족의 뿌리가 전혀 없다면, 내 

가족만의 각티 만드는 법을 배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patterns on both her gákti and luhkka (poncho) reflect this.

After lunch, I meet Nils Torbjörn Nutti, a reindeer 

herder from a mountain village called Saarivuoma and 

the head of Nutti Sámi Siida. He’s wearing a simple dark 

blue tunic with prominent yellow and red embroidery. 

“This is my working gákti,” he explains. While gákti is 

pulled out for festivities, many herders still wear a simple 

form of working gákti. “Most of the time, we only wear our 

ponchos, which cover the top half of the body, and we save 

our proper traditional dress for special occasions.”

The next day, I set off in the Arctic’s winter darkness 

to drive south to Jokkmokk. It’s still dark when I arrive at 

10am. Ten kilometers north of the Arctic Circle, this small 

town of some 3,000 residents grows by tens of thousands 

every February, when it holds the largest Sámi festival and 

market in the world. At the 400-plus-year-old market, 

Sámi communities congregate in a sea of vibrant primary 

colors to sell crafts and to show off both traditional gákti 

and more modern designs during fashion shows.

Visitors to Jokkmokk can see gákti on display at the 

town’s Ájtte Museum, but to witness gákti passing through 

generations, I stop by Samernas Utbildningscentrum — a 

school dedicated to teaching Sámi culture, crafts and 

language — to meet students Angelica Hedberg, Anna 

Erika Svakko and Tilde-Ristin Kuoljok.

Were I Sámi, I would have immediately known that 

Hedberg is from Gällivare, Svakko from Klimpfjäll and 

Kuoljok from Jokkmokk based solely on their attire. Even 

their woolen caps have different Sámi names based on 

their dialects. They’re called gahper in the Lule Sámi that 

Hedberg and Kuoljok speak and tjohpe in South Sámi, 

Svakko’s dialect. (Gákti is the North Sámi word for the 

traditional attire, but it’s widely used across the region, as 

North Sámi is the most widely spoken dialect.)

“During your first year here, you learn to sew according 

to your background and siida,” Kuoljok tells me. 

“Gákti is like your ID,” adds Hedberg. “It lets others 

know which family or communities you come from.” 

While the school is open to all, students often enroll to 

gain family knowledge. “If you don’t have any Sámi roots, 

learning to sew your family’s gákti can be challenging.”

순록 목축업을 하는 닐스 토르비에른  
누티가 각티 위에 판초를 걸쳤다.

Reindeer herder Nils Torbjörn Nutti 
wears a luhkka (poncho) over gákti 

featuring red and yellow embroid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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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 학교에서 나와 ‘사미 두오지’ 수공예 재단의 회장 

솔베이그 라바를 만나러 갔다. ‘두오지’는 사미어로 ‘공예품’을 

의미하며, 라바가 운영하는 이 기관은 전통 공예품을 보존하고 

인증하는 일을 한다. 핀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외브레소페로 

마을 출신인 라바는 여섯 살 때까지 매일 각티를 입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미족 가정에서는 대부분 모든 일을 직접 한다”고 

말했다. 라바의 어머니는 바느질해 옷을 지었고, 아버지는 나무로 

공예품과 연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만든 두오지, 즉 

공예품에는 그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기는 법이다.

라바는 순록 가죽과 털로 만든 자그마한 아기 부츠 두 켤레를 

보여 주었다. “이 문양이 보이세요?” 그녀는 신발에 수놓은 

알록달록한 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문양을 보면 

모자, 장갑, 신발 등의 주인이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 수 있어요. 

띠에 XO 패턴이 새겨져 있으면 남아용이고, W 패턴이 새겨져 

있으면 여아용이죠.” 여자아이가 착용하는 모자도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동안 모양이 점차 달라진다.

풍성하고 다층적인 사미족 문화가 담긴 띠는 각티의 ‘유전자’

라고 할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문자가 없었던 사미족은 각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통 의상 각티에 담아 소통했다. “드레스나 

NEW NORDIC From the school I go to visit Solveig Labba, 

the chairwoman of Sameslöjdstiftelsen Sámi Duodji. The 

word duodji is Sámi for “handicrafts,” and the organization 

certifies and preserves authentic work. Labba remembers 

wearing her gákti every day until she was around six years 

old. “Growing up in a Sámi family, you tend to do everything 

yourself,” she says. Her mother sewed clothes while her 

father made crafts and tools from wood. A family could tell 

its own story through its duodji. Every gákti’s needlework 

is unique, and every family has its preferred tailor.

Labba shows me two tiny pairs of baby boots made from 

reindeer skin and fur. “You see these design patterns?” 

she asks, tracing her fingers along multicolored bands 

embroidered on the shoes. “You can tell which gender the 

예식용 각티 한 벌을 완성하는 데 최대 두 달이 소요된다(아래). ‘스토르스톨카’ 

매장에서는 각티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와 소품 등을 판매한다(오른쪽 페이지).

It can take designer Katarina Spik Skum as long as two months to 
complete a particularly elaborate gákti (below). Stoorstålka sells 
scarves, caps and housewares inspired by gákti designs (opposite).

튜닉의 아랫단에 띠 문양을 넣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각티를 완성했어요.” 라바의 설명이다. 숄, 신발, 모자는 따로 

구매해도 되지만, 개인의 고유한 문양이 담기는 드레스나 튜닉은 

직접 제작하거나 맞춤 주문한다. 

오늘날 고급 각티에 흔히 사용되는 진홍색 모직은 영국 

근위병 제복에 쓰이는 것과 같은 소재다. 가벼운 여름철 의상과 

일상복에는 면이나 실크 같은 직물을 사용한다.

리세 타피오 피샤는 요크모크에서 활동하는 직물 공예가이자 

디자이너, 재단사다. 그녀는 원래 카레수안도 출신이지만 

옐리바레 출신 사미족 집안 남자와 결혼했다. 피샤는 자기 가문의 

각티 만드는 법에 관한 수업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시에, 영상 

통화를 이용해 웁살라나 스톡홀름 같은 도시의 학생들에게 

사미족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도 한다.

기본형 각티를 완성하는 데는 약 일주일이 걸리고, 각자 

속한 공동체에 맞춰 복잡한 세부 장식까지 완성하려면 수 주가 

걸린다. 북부에서는 은장식, 실크 숄, 구불구불한 띠 문양이 주로 

사용되고, 남부에서는 백랍 소재 실로 짠 정교한 옷깃 장식과 

가슴 부분의 자수 문양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형태의 각티 한 벌을 완성하려면 2주쯤 걸리고, 

gákti and its accessories belong to. XO patterns are for 

boys and W patterns on the bands are for girls.”

The bands are like gákti’s DNA, revealing just how rich 

Sámi culture is. For centuries, the Sámi had no written 

language, so much of their communication was done 

through storytelling, attire and appearance. “Around 

the base of the dress and tunic is where you can really 

personalize your gákti through the band patterns,” Labba 

says. Shawls, shoes and caps can be bought separately, 

but the dress or tunic (the actual gákti, though the word 

commonly refers to the entire ensemble) is very personal.

Lise Tapio Pittja is another designer and expert tailor in 

Jokkmokk. Originally from Karesuando and married into 

a Sámi family from Gällivare, she teaches courses on how 

to sew your own family gákti. The time it takes to create 

and decorate a gákti varies according to one’s siida, from 

the north’s silver accents and wavier band patterns to the 

south’s intricately woven pewter collars and embroidered 

chest emblems. “It takes about two weeks to se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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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복잡한 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죠. 예를 들어, 옐리바레 

각티 한 벌을 완성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고, 은 세부 장식이 많이 

들어간 카레수안도 각티 한 벌을 완성하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려요.” 피샤의 설명이다. 

내가 카타리나 스피크 스쿰을 만난 것은, 그녀가 예비 

신부에게 눈부시게 새하얀 예식용 각티를 전달한 직후였다.  

“옷의 기본형을 만드는 데 닷새쯤 걸리고, 예식용 각티의 모든 

장식 요소까지 완성하는 데는 두 달가량 걸려요.” 스쿰은 수공예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아이테 박물관과 협업해 

사미족 공예품을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 역시 피샤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와 직공 

공동체인 ‘빅탈리트’ 일원이다. ‘빅탈리트’는 ‘수공예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따듯하게 한다’는 의미다. 

각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자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므로, 디자이너들은 전통 각티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일상복과 용품을 만든다. 키루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카린 

바사라는 순록과 물개의 털, 가죽 등을 이용해 현대적인 방한모, 

외투, 부츠를 제작한다. 바사라가 만든 제품의 색상과 디자인만 

봐도 그녀가 어느 사미족 출신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자매지간인 

미아와 레나 빌토크는 각티의 과감한 원색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활용해 스카프, 부츠, 털모자 등을 만든다.

요크모크에 있는 부티크 매장인 ‘스토르스톨카’는 근사한 

사미족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사미족 디자이너 피에라 

닐라 스톨카와 이자 로타 스토르는 다양한 각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스카프, 모자, 가정용품 등을 판매한다. “각티는 

예복이지만, 우리는 사미족 스타일에서 고안한 다른 아름다운 

물건도 필요했어요.” 스토르의 설명이다. 스톨카는 “현재 

사프미 지역의 수공업계는 활발하지만, 과거에는 일상용품이 

부족했던지라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3년에 문을 연 이 부티크의 대표 상품은 단연 숄이다.   

그 밖에 가죽 벨트, 띠를 뜨는 데 필요한 직조 도구, 털실 신발 끈 

등을 판다. 그들은 모든 상품을 직접 디자인한 뒤 여러 업체에 

맡겨 제품을 생산한다.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하는데,  

최근 일본 도쿄에 본점을 둔 양과자 전문점인 ‘요쿠모쿠’와 

협력해 각티에서 착안한 쿠키 상자를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요쿠모쿠’라는 회사 이름도 요크모크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고 

한다. 유카스예르비 출신인 스토르와 요크모크 출신인 스톨카. 

두 사람은 사미족 출신인 만큼 각티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두루 

갖추고 있다. 나아가 사미족 문화를 온전히 담아내면서도 대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글 사진 롤라 아신마데 오셰르스트룀

simpler gákti and much longer depending on the pattern 

work,” Pittja says. “For example, it takes about a month 

for a Gällivare gákti and longer for a Karesuando gákti 

because that one uses more silver details.”

Together with Pittja, Katarina Spik Skum is part of a 

collective of designers and weavers called Biktalit, which 

means warming yourself and others through handicrafts. 

When I meet her, it’s after she has just delivered a stunning 

white gákti to a bride-to-be. “For me, it takes roughly 

five days for the base, and then about two months for a 

wedding gákti with all the accessories,” she says.

Because each gákti is deeply personal and often 

brought out only for special occasions, there are many 

designers who create work inspired by the traditional 

regalia that can be worn every day or incorporated into 

daily living. For example, Kiruna-based designer Karin 

Vasara uses traditional materials such as reindeer and 

seal skin and fur to create modern winter caps, coats and 

boots, though her Sámi background is evident in all her 

creations through their color and design. Sisters Mia and 

Lena Viltok create scarves, reindeer-skin boots and fur 

hats with designs inspired by gákti’s bold primary colors.

Jokkmokk-based Stoorstålka feels like a cool Sámi 

department store. Here, Sámi designers Piera Niilá 

Stålka and Idja Lotta Stoor sell everything from scarves 

and beanies to housewares, all inspired by different 

gákti designs. “Gákti is formal wear, but we also needed 

beautiful things inspired by Sámi style,” explains Stoor. 

“The handicraft scene in Sápmi is lively,” says Stålka, 

“but everyday stuff was missing, and we couldn’t find it 

anywhere, so we designed our own.”

To meet their own needs, they launched their boutique 

in 2013, making and selling belts, their signature shawls, 

band-weaving equipment, yarn shoelaces and more. They 

design everything themselves and then work with different 

producers to bring the products to life, which they also sell 

through their website. With Stoor’s roots in Jukkasjärvi 

and Stålka’s in Jokkmokk, they have the knowledge, 

background and insider perspective to know how and what 

to design for the masses without sacrificing any of their 

Sámi culture.  Text and photographs by Lola Akinmade Åkerström

유카스예르비 지역의 여성용 각티.  
착용자의 소속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A woman’s gákti  in Jukkasjärvi, 
Sweden. Each gákti  says something 
about the wearer’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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