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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sinki

디자인 행복 도시, 헬싱키
수십 년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더 나은 디자인으로 더 나은 생활을 누리는,
세계 디자인 중심지 중 한 곳으로 꼽혀 왔다. 최근 혁신적인 미술관과 도서관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이 북구의 도시와 헬싱키 고유의 디자인에 다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tyle and Substance
Helsinki has long been one of the world’s great centers of design, a place where
a better life has been pursued through better forms. Now, a groundbreaking new
museum and library are refocusing attention on both the city and the pursuit.

근사한 ‘볼 체어’ 등 전설이 된 디자인 작품도 다수 있다. 나아가
평범하지만 강렬한 인상은 절대 뒤지지 않으며, 운전석이 인체
공학적인 목재 수확기도 볼 수 있다.
헬싱키 디자인 박물관은 200여 개의 상점, 갤러리, 식당,
스튜디오가 밀집한 구역인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DDH)’
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 구역에는 현대 핀란드 디자인에서
손꼽히는 점포가 모여 있다. 사실 DDH 매장은 ‘푸나부오리’
라는 동네에 밀집해 있는데, DDH는 특정 지역을 넘어 핀란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 주는 연합이기에 헬싱키 전역에서
DDH 로고가 붙은 점포를 볼 수 있다.
‘핀란드 디자인’ 하면 ‘미니멀리즘’ ‘자연’이 연상되는데,
DDH의 상임 이사인 안니나 둔데르베르그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 핀란드 디자이너들에게 지속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할 때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환경에 해롭지 않은 쪽으로 고민해야 하죠.” 지속 가능성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헬싱키 디자인 위크’를 관통하는 주요
테마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는 음식에서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전시와 토론,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핀란드
디자인의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다.

‘앵그리버드’를 생각해 보자. 마우스로 끌어와 날리기만 하면

Consider the Angry Bird. An unremarkable character,

헬싱키 디자인 박물관의 <유토피아 나우> 전시에서는 오늘의 핀란드를 만든

Aalto Vase, Eero Aarnio’s groovy Ball Chair and, more

디자인의 역할과 비중을 엿볼 수 있다(왼쪽 페이지, 오른쪽 위). 디자인 박물관은

prosaic but no less impactful, an ergonomic forest

끝인 평범한 캐릭터로, 그저 깃털이 붙은 공에 불과하다. 그런데

basically a ball with feathers. But its simplicity belies the

언뜻 보기에 단순하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영리한 디자인이다.

cleverness of its design. Its geometric shape and primary

기본 기하학 도형에 갓난아기의 첫 장난감과 같은 기본 색상을

coloration — like an infant’s first toy — create maximum

조합해 작은 화면에서 눈에 쉽게 들어온다. 또 새의 검은색

legibility on the small screens where it lives. Its black

윤곽선은 배경 화면과 대비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게임 방법은 또

outline makes it stand out against the backgrounds. And

어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다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then there’s the play: instantly understandable, scratching

the best in contemporary Finnish design. Nordic design is

싶은 근질근질한 욕구를 시원하게 해소해 준다.

perfectly the primal itch to knock stuff down.

often associated with minimalism and a close connection

앵그리버드는 사물의 형태와 모양을 가장 기발하게 해석한

Angry Birds is just the most whimsical example of an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아래).

Utopia Now — The Story of Finnish Design , at Helsinki’s Design
Museum, displays some of the country’s most iconic works, exploring
their role in creating the Finland of today (opposite, above right). The
museum is a focal point of the Design District Helsinki (below).

harvester for the country’s loggers.
The museum is a focal point of the Design District
Helsinki (DDH), an association of some 200 shops,
galleries, restaurants and studios that showcases some of

to nature, and while this is true, DDH executive director

사례로 손꼽히는데, 덕분에 핀란드는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uncanny understanding of shapes and forms that has

Anniina Dunder-Berg says that for today’s designers,

세계만방에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핀란드가 선보인 많은

pushed Finland to the global forefront of design. The

sustainability is a paramount concern: “That’s the biggest

디자인은 헬싱키의 디자인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country’s prolific output is on full display in the exhibition

trend right now — if you’re making things or designing

<유토피아 나우-핀란드 디자인 이야기>라는 전시는 어마어마한

Utopia Now — The Story of Finnish Design at Helsinki’s

items, you have to make it in a way that it will be long-

규모의 디자인 작품으로 시선을 모은다. 이 거창한 제목은

Design Museum. The grandiose name speaks to Finns’

lasting and it won’t have a harmful effect.”

디자인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핀란드인의 신념을 잘

faith in design’s ability to improve life; the products prove

드러내며, 이는 전시품을 보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 앵그리버드

how often they’re right. In addition to Angry Birds (yes,

annual Helsinki Design Week (September 5-15) this year,

외에 <유토피아 나우> 전에서는 노키아, 피스카르스, 이딸라,

you can play), Utopia Now showcases the groundbreaking

too. Its program includes exhibitions and discussions on

그리고 아르텍 같은 회사의 획기적인 제품은 물론, 알바르 알토의

work of companies like Nokia, Fiskars, Iittala and Artek,

the topic, along with many others, offering a chance for

아메바를 닮은 ‘알토 화병’, 공 모양으로 생긴 에로 아르니오의

as well as products such as Alvar Aalto’s amoeba-esque

total immersion in the Finnish design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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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is a major theme running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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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sinki

시민의 공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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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cene was, the past year has seen it get even better,

헬싱키에는 새로운

with the addition of a major new museum and library.

미술관과 도서관이
연이어 문을 열면서 무르익을

central, and this old Lasipalatsi is a very important

예술계와 디자인계는 한층

building for everybody in Helsinki,” explains Kai Kartio,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다.

Amos Rex’s director. The challenge was that, as a historic

2018년 8월, 미술관
Helsinki
St.Petersburg

August 2018 saw Amos Rex open in Helsinki’s iconic
Lasipalatsi. “We wanted [the museum] to be extremely

대로 무르익은 헬싱키의

FINLAND

DEMOCRATIC DESIGN As good as Helsinki’s art and

‘아모스 렉스’가 헬싱키의

structure, the building couldn’t be significantly altered.
The solution was to create an expansive subterranean

대표적인 건축물인
라시팔랏시에 문을 열었다.

exhibition space and link it with the city via bubbles
that rise up from the ceiling into the plaza behind the

“이 미술관을 도심에 설립하고 싶었어요. 헬싱키 시민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인 데다 도심에 자리한 라시팔랏시는

Lasipalatsi. Portholes allow pedestrians to peer down into

최적의 장소였죠.” 아모스 렉스 관장인 카이 카르티오의 말이다.

the exhibitions, and the undulating surface offers a place

난관은 라시팔랏시를 대폭으로 개조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for kids to play and locals to soak up the precious Nordic

“지상으로 증축하기는 불가능해서 지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un. The wobbly terrain gives the square an animated feel,

광장으로 난 천창을 통해 보행자들은 전시장을 들여다볼 수

as if it’s interacting with you as much as you are with it.

있으며, 물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광장 위에서는

Underground, the Ars Fennica 2019 exhibition (through

미술관 ‘아모스 렉스’는 라시팔랏시 지하 공간에 전시장을 두고 있다(왼쪽 페이지).

September 8) showcases work from the five Nordic artists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인상적인 헬싱키 중앙 도서관 ‘오디’(위).

who are this year’s finalists for the eponymous award.

The new art museum Amos Rex occupies a subterranean exhibition
space beneath the Lasipalatsi building (opposite). Oodi reimagines
what a library should be in the 21st century (above).

Among them are Finnish artist Petri Ala-Maunus, whose
paintings are too mysterious, too ethereal, to quite be
called landscapes, and Swede Miriam Bäckström, whose
piece Psychopath recalls a missile for a unicorn army.
Also in the Lasipalatsi is Bio Rex. The fully restored Art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햇살을 만끽한다.
현재 아모스 렉스에서 열리는 전시 <아르스 펜니카 2019>
는 권위 있는 예술상인 ‘아르스 펜니카 어워드’에서 올해 최종
후보작에 오른 북유럽 예술가 다섯 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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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cinema screens 70mm films and is a throwback to an
earlier era of moviegoing.
A short walk away is Helsinki’s gorgeous new

화가 페트리 알라마우누스의 대형 작품은 신비로운 천상계를

central library, Oodi, which opened in December. It’s a

그린 듯하고, 스웨덴 작가 미리암 벡스트룀의 작품 ‘사이코패스’

transformative reimagining of what a library needs to be in

는 유니콘 부대의 미사일을 연상시킨다. 라시팔랏시 안에는

the 21st century. “When we planned Oodi, we asked people

‘비오 렉스’라는 우아한 극장이 있다. 핀란드에서 70밀리미터

what they wanted,” says special library assistant Hanna

필름 영화를 상영하는 몇 안 되는 극장으로, 영화관 나들이하러

Hopea. The result is a combination of book depository,

가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해 준다.

workshop and public space. The staircase winding through

라시팔랏시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지난 12월에 개관한 중앙

Oodi’s center emphasizes this democratic approach;

도서관 ‘오디’가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it’s lined with words stating whom the library is fo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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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해 만든 이곳은 21세기에 필요한 도서관의 모습을

황홀하고 청아한 핀란드와 이탈리아 풍경을 담은 아름다운

best known as the creator of the Moomins. Among her

혁신적으로 구현해 냈다. “설계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된다. 토베 얀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도

paintings on display is Party in the Countryside, which

물었죠.” 도서관 직원 한나 호페아의 말이다. 그 결과 서고, 작업실,

있다. 스웨덴계 핀란드인 얀손은 ‘무민’이라는 캐릭터의 원작자로

includes a Moomin precursor hiding in the corner.

공용 공간이 결합한 21세기형 도서관이 탄생했다.

유명하지만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현재 이 미술관에 전시

도서관 1층은 일반인을 위한 공간으로 이벤트 공간, 영화관,
식당이 있다. 2층은 창작 전용 공간으로 재봉틀, 3D 프린터,
사진과 영상 편집을 위한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다. 음악실과

Rounding out this grouping of art and design spaces is

중인 그녀의 작품 중 ‘시골에서의 파티’ 하단 왼쪽 구석에 무민의

Kiasma, the Finnish National Gallery’s contemporary art

원조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숨어 있다.

museum. Through March, the exhibition Coexistence is

헬싱키 미술관과 디자인 박물관 투어의 최종 목적지는 핀란드

featuring work that addresses many of the same problems

조리실도 있다. 도서 열람이 가능한, 고전적인 도서관 공간은

국립 미술관 산하의 현대 미술관 ‘키아스마’다. 내년 3월까지

contemporary Finnish designers are wrestling with: our

3층 전체에 걸쳐 있다. 요리, 공예, 라이프 스타일 등 사람들이

열리는 <공존>이라는 전시에서는 동시대 핀란드 디자이너들이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sustainability and how

자주 찾는 주제의 서적이 특히 많고, 쿠르드어, 네팔어,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속

to live in an age of ecological collapse. Included are works

소말리아어 등 소수 민족의 언어로 된 책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가능성, 생태계 붕괴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법 등을 다룬다.

by members of Finland’s indigenous Sámi population,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헬싱키의 일면을 보여 준다. 도서관의

전시 작품 중에는 핀란드 토착 부족인 사미족 출신 예술가의

whose traditional livelihoods as fishers and reindeer

전반적 콘셉트는 무심한 자연스러움이다. 도서관 이용객에게

작품도 있다. 어부와 순록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부족의 전통적

herders position them especially close to these issues.

독서가 일상의 기쁨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오디 남서쪽으로 헬싱키 미술관이 위치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키아스마’는 핀란드 국립 미술관 산하 현대 미술관이다(왼쪽 아래). 9월 15일까지
열리는 아이슬란드 작가 숍리프터의 설치전 <너브스케이프 8>(위). 헬싱키

생활 방식은 동시대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미술과 디자인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품을

While art and design can’t of course solve these
problems, if they’re good enough, they can pose the right

20세기 핀란드 미술계를 대표한 여성 화가 두 사람의 작품전이

미술관에서 열리는 핀란드 화가 엘렌 테슬레프의 작품전(오른쪽 페이지).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은

questions and point us in the right direction. Given the

열리고 있다. 전시 제목부터 근사한 <나는 신처럼 그린다>에서는

Kiasma is the Finnish National Gallery’s contemporary art museum
(below left). Through September 15, it’s hosting the show Nervescape
VIII by the Icelandic artist Shoplifter (above). An exhibit dedicated to
Finnish painter Ellen Thesleff at the Helsinki Art Museum (opposite).

할 수 있다. 헬싱키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의 수준을 고려하면,

quality of the work coming out of Helsinki, the city may yet

미술과 디자인을 나침반으로 삼는 것도 현명할 듯싶다.

provide the ideas for a way forward.

엘렌 테슬레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스스로 미켈란젤로와
동급이라고 주장하며 유쾌한 허세를 부린 작가의 자신감은

submitted by the public: lovers, the overworked, the lost.
Oodi’s first floor serves as something of a commons,
while the second floor is dedicated to creation, with sewing
machines, 3D printers and video editing stations. Music
studios can be rented for rehearsal or recording, and a
kitchen is available for cooking classes. The library proper
occupies the third floor. Its collection reflects Helsinki’s
diversity, offering books in languages as varied as Kurdish,
Nepali and Somali. Concerts are held here, a kids’ section
has a secret door leading to a story space, and a café spills
onto a patio. The overall effect is a casualness that serves
as a reminder that reading is, first and foremost, pleasure.
Southwest of Oodi is the Helsinki Art Museum. Current
exhibitions pay tribute to major female figures in 20thcentury Finnish art. The wonderfully titled I Paint Like a

God celebrates Ellen Thesleff, whose deliciously brash
self-confidence — she put herself in the same league as
Michelangelo — was backed up by exquisite paintings,
including bewitching, liquidy Finnish and Italian scenes.
On semi-permanent exhibition are works by Tove Jansson,

글 찰스 어셔 사진 롤라 아신마데 오셰르스트룀

By Charles Usher Photographs by Lola Akinmade Åkerström

Special Destination

Guidebook

Helsinki Highlights

헬싱키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관광지
교회, 박물관, 사우나

Fortress of Finland

세계 유산에 등재된 옛 핀란드의 요새
수오멘린나

디자인 명소 외에도 헬싱키에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와 박물관이 많고,

헬싱키가 핀란드 주요 도시로 부상한 것은 18세기에 지어진 헬싱키 앞바다의 요새이자

현지인 틈에서 수영과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변 사우나도 있다.

디자인 자체로도 걸작인 ‘수오멘린나’ 덕분이다.

Beyond its design-centric attractions, Helsinki offers up incredible churches,
museums, public spaces and spots to swim and sweat with the locals.

Helsinki’s emergence as Finland’s major city can be traced to Suomenlinna,
an 18th-century island garrison and itself a masterpiece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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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n argument to be

covered in 22km of copper

made that the most important

stripping. Alongside Helsinki’s

bit of design in Helsinki’s

contemporary-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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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concerned with a possible

‘디자인’은 헬싱키에서 손꼽히는

더 있다. 말쑥한 신르네상스

While “design” might be the

history, from prehistory to

Russian invasion, Sweden

most evident at its southern

헬싱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헬싱키로 옮겼다. 수오멘린나

명소의 공통적인 키워드일지

양식의 건물 안에 있는 ‘아테네움’은

password that opens much of

present. This being Finland, it

turned its gaze east and built a

tip, where fortress walls and a

디자인이 탄생한 것은 헬싱키가

요새는 1991년 유네스코 세계

모르지만, 그 외에도 가 볼 만한

핀란드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품

the best of Helsinki, the city

includes a room for listening

fortress off the Helsinki coast.

gun battery look out over the

도시의 형태를 채 갖추기도

유산에 등재되었다. 오늘날에는

멋진 여행지는 넘쳐난다. ‘헬싱키

여러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핀란드

is also filled with attractions

to seminal heavy metal tracks.

By 1805 it was home to some

cold Baltic blue. Elsewhere, the

전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

작은 섬 여섯 개에 걸쳐 군사

대성당’은 헬싱키에서 가장

국립 박물관’은 선사 시대부터

that might be considered more

Children of Bodom’s Hate Me!

4,700 people, making it the

feeling is of a peaceful seaside

핀란드는 스웨덴 왕국의 일부였고,

기지의 흔적과 목가적 풍경이

우아하면서 웅장한 건물이다.

현재까지 핀란드의 역사적

conventional, though even these

is a banger. Central Helsinki’s

second-largest population

village, with quiet residential

헬싱키는 서쪽에 있는 도시

섞여 있다. 해상 요새였던 역사는

헬싱키 대성당과 쌍벽을 이루는

유물을 전시한다. 헬싱키

are often remarkably beautiful.

focal point is Esplanadi, a

center in Finland. When

pockets where former barracks

투르쿠에 비하자면 벽지의 소도시에

남쪽 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우스펜스키 대성당’도 있다.

도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Helsinki Cathedral is at once

delightful park where locals

the invasion finally came,

have been converted into

불과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요새 성벽이 눈앞에 펼쳐지며

카타야노카섬 언덕 위에 자리한

곳은 ‘에스플라나디 공원’으로,

the capital’s most graceful and

lounge on the grass in summer.

Suomenlinna fell after a short

apartments that house the

핀란드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면서

대포의 포열이 차갑고 푸른

이 성당은 내부는 헬싱키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imposing building. Its immense

At its harbor end, Kauppatori

siege, the Russians took the fort

roughly 850 Helsinkians who

스웨덴군은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발트해를 향해 있다. 다른 곳은

대성당만큼 정교하지만 외관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공원 근처

white form is visible wherever

market square has stalls selling

and the new owners moved the

live here (a life that hasn’t

헬싱키 연안에 요새를 건설한다.

평화로운 어촌 느낌이다. 과거

벽돌색을 띠는 평범한 교회다.

항구 끝에는 ‘카우파토리’라는 시장

you go, floating above the city

fresh Nordic berries and salmon

Finnish capital from Turku to

always been easy; there was no

‘스베아보리’라고 이름 지어진 이

막사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황금색 양파형 돔을 보면 동방

광장이 있다. 시장 가판에서는

like a heavy cloud. Just to the

soup. The quayside is also the

Helsinki, cementing the shift in

hot water until the 2000s). On Iso

요새는 핀란드 독립 후 1918년

있다. 이소무스타사리섬에는 한때

정교회 성당임을 알 수 있다.

신선한 북유럽 딸기류와 연어

east, Uspenski Cathedral’s

site of Allas Sea Pool, where you

the city’s prominence. Despite

Mustasaari Island, a collection

핀란드어인 ‘수오멘린나’로

러시아 상인들 소유였던 목조

나무로 만든 소박하고 고요한

수프를 판다. 부둣가에 위치한

golden onion domes signal its

can dive into Finnish culture in

its military shortcomings,

of wooden houses that once

이름이 바뀐다. 1805년에는 이곳

주택 여러 채가 ‘수오멘린나 교회’

‘캄피 예배당’과 큰 암석을 깎아

‘알라스 시 풀’에서는 발트해

origin as an Eastern Orthodox

the Baltic seawater pool. For

Suomenlinna’s architecture

belonged to Russian traders

거주민이 약 4700명에 이르며

근처에 있다. 1854년에 지어진

22킬로미터의 구리 선을 연결해

해수 풀과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church. God is also in the details

total immersion, join one of its

saw it named a UNESCO World

abuts Suomenlinna Church,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이 교회는 등대를 겸하고 있다.

지붕을 완성한 ‘템펠리아우키오

있다. 부둣가 다른 쪽에 위치한

at Kamppi Chapel — a silent,

nighttime skinny-dip sessions.

Heritage Site in 1991. Today, it’s

which dates to 1854 and doubles

많은 지역이 되었다. 수오멘린나는

이곳에는 박물관도 여럿 있는데,

교회’도 손꼽히는 명소다. 현대

눈에 띄는 기하학적 건물의

elegantly austere wooden

Elsewhere on the waterfront,

a pleasing mix of the martial and

as a lighthouse. The islands are

러시아군에 잠깐 포위됐다가 이내

특히 ‘수오멘린나 박물관’은 요새의

미술관과 더불어 헬싱키에는 꼭

‘뢰윌뤼 사우나’는 헬싱키에서

bowl — and Temppeliaukio

the striking Löyly sauna is the

pastoral spread across six small

also home to museums, parks,

항복했고, 러시아는 요새를 점령한

역사를 알아보기 좋은 곳이다. 이

가 봐야 하는 전시 공간이 두 곳

가장 호화로운 사우나다.

Church, which was hewn into

city’s swishest place to sweat.

islands. Its military history is

restaurants and even a brewery.

후 핀란드의 수도를 투르쿠에서

밖에 공원, 식당, 양조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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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strict

디자인 강국 헬싱키의 참모습
디자인 디스트릭트

125개 이상의 상점이 모인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는 집 인테리어에 핀란드 스타일을 가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쇼핑 천국이다.

With more than 125 shops, the Design District Helsinki is fertile hunting
ground for those looking to take a bit of Finnish style home with them.

furniture factories, elk leather
sourced from population control
hunting and soft, thin salmon
leather from Iceland. Each

M

Y

comes with a unique code,

CM

part of the company’s devotion

MY

to transparency; enter it on
Lovia’s website and you’ll get
information on the materials
‘디자인 디스트릭트 헬싱키’에는

이곳의 핸드백과 지갑, 토트백은

With so much that’s so good in

used and production costs.

예쁘고 탐나는 매장이 하도 많아

버려진 가죽으로 만들어진다.

the Design District Helsinki,

Men’s boutique FRENN carries

제일 좋아하는 매장을 몇 군데만

가구 공장에서 쓰고 남은 가죽과

having to single out a few shops

shirts, trousers and jackets in

고르라는 말은 마치 가장 좋아하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냥에서

for mention feels like having

classic silhouettes and colors,

자녀가 누구냐는 질문과 다름이

얻은 엘크 가죽, 부드럽고 얇은

to choose your favorite child.

occasionally in prints that

없다. 하지만 125개 매장을 일일이

아이슬란드산 연어 가죽이 대표적인

But there isn’t room for 125,

FRENN makes in collaboration

열거할 수는 없으니, 맛보기로

재료다. 프레드리킨카투 거리에서

so here’s just a taste. Johanna

with Finnish artists. It also

몇 개의 매장만 소개한다. 먼저

위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고급

Gullichsen has been making

sells luscious footwear by local

‘요한나 굴릭센’은 30년간 원단을

남성복 매장 ‘프렌’이 나온다.

textiles for 30 years. “Many

shoemaker Saint Vacant. For

만들어 온 매장이다. “많은 손님이

셔츠와 바지, 재킷은 고전적인

people say, ‘Oh, you have these

streetwear that takes cues

이렇게 말하죠. ‘어머, 옛날에 우리

실루엣과 색상으로 출시되고, 가끔

old fabrics we used to have in

from the demands of life in a

할머니 집에 있던 원단이네요.’”

핀란드 예술가와 공동 작업하는

my grandmother’s house,’” she

Nordic harbor, there’s Makia,

매장 대표이자 원단 디자이너인

날염 제품도 선보인다. 항해의

says. That those grandchildren

whose flagship store is in the

굴릭센의 말이다. 성인이 된 꼬마

느낌을 살린 남성복과 여성복을

are now decorating their own

Lasipalatsi. And when your

손님이 옛날과 같은 기하학무늬가

찾는다면 라시팔랏시에 본점이 있는

homes with pillows and rugs in

money’s gone, head to one

들어간 쿠션과 베갯잇, 러그로

‘마키아’가 정답이다. 여비가 넉넉지

the same geometric patterns

of the District’s 20 galleries,

집을 꾸미기 위해 여전히 이곳을

않다면 ‘갈레리에 포르스블롬’

speaks to their persistently

like Galerie Forsblom, which

찾는다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같은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있는

modern look. Lovia was

focuses on young and Finnish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증거다.

갤러리 중 한 곳으로 향해 보자. 이

founded by Outi Korpilaakso,

artists. To explore the rest

‘로비아’는 2014년 디자이너 오우티

갤러리는 젊은 핀란드 예술가의

who designs bags made from

of the District, visit https://

코르필락소가 시작한 브랜드다.

작품을 주로 전시한다.

excess leather — scraps from

designdistrict.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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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대한항공에서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