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land, Finns, Finnomena

 핀란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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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도시
수도권은 4개의 자립 도시로 구성됩니다. 

다수의 소도시와 행정 구역들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생활과 도시
핀란드의 인구는 최대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핀란드 남부 지역에 크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면에서 핀란드의 중심 지점은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10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의 총 길이는 1,000 km가  

넘습니다.

핀란드인의 약 60%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0%의 핀란드인은 도시 또는  

도시근교에 거주합니다. 핀란드인의 6%만이 

핀란드 총 면적 중 70%를 차지하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도시  
및 타운

탐페레(Tampere) 

223,000

오울루(Oulu) 

197,000

투르쿠(Turku) 

184,000
위베스퀼라

(Jyväskylä) 

136,000

쿠오피오(Kuopio) 

111,000

라티(Lahti) 

104,000

인구 밀도
177명/km²

45명/km²

34명/km²

29명/km²

24명/km²

17명/km²

14명/km²

11명/km²

4명/km²

2명/km²

탐페레(Tampere)

위베스퀼라 
(Jyväskylä)

쿠오피오 
(Kuopio)

라티(Lahti)

오울루 
(Oulu)

투르쿠 
(Turku)

수도권

5,500,000 
인구

수도권 1,400,000 

도시 지역 1,110,000

헬싱키(Helsinki) 624,000

에스포(Espoo) 266,000 

반타(Vantaa) 211,000

카우니아이넨 
(Kauniainen) 9,000

베드타운 

290,000

핀란드의 인구수는 약 5백5십만 명이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약간 우세합니다. 

최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입니다. 

핀란드인의 평균 연령은 약 42세입니다. 

1,157 km

140만  

단독주택

110만  
아파트

총 주택수 2백 5십만

라플란드 지역은 핀란드  
총 면적 중 약 30%를  
차지하지만, 거주민  
수는 180,000명에  
불과합니다. 

라플란드

헬싱키

인구의 

50%

인구의 

3%



헬싱키 패리시 유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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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략 100만 명 이상의 핀란드인이  

1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약 180만 명이 2인 가구, 80만  

명이 3인 가구입니다. 180여  

만 명의 핀란드인은 4인 또는 4인 

이상의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

약 75%의 핀란드인들은 루터교인이고, 약 1%는  

핀란드 정교회 신자입니다. 약 1.5%는 다른 종교를 

믿으며, 약 20%는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수의 핀란드인들은 독자적 종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루터교 신자들은 문화적 기독교인인데, 

이는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루터교

75%
정교

1%
비기독교인

20%

기타 종교

1.5%

언어
약 90%의 핀란드인은 제1언어로 핀란드어를  

구사하고, 5% 이상은 스웨덴어를 구사합니다. 

2,000명 이상은 사미(Sámi)어를 제1언어로  

구사합니다.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언어

70,000여명이 러시아어를, 50,000여명이  

에스토니아어를, 17,000여명이 영어를,  

17,000여명이  소말리아어를, 15,000여명이  

아랍어를, 10,000여명이 쿠르드어를,  

10,000여명이 중국어를 제1언어로 구사합니다.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구사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1990년 이후 핀란드로 이주한  

사람들이지만, 소수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시기 (1809-1917) 에서 유래합니다. 핀란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에스토니아인은 소련의  

붕괴 후에 핀란드로 이주했습니다. 

110만 

가구 90만 

가구

29만 

가구

[중국어]
10,000

[쿠르드어]
10,000

[아랍어]
15,000

[소말리아어]

17,000

[영어]
17,000

[에스토니아어]

50,000
[러시아어]
70,000

[SV][FI]90% 
5% 
스웨덴어

   

핀란드어

5% 
기타 언어

헬싱키 중심부에 위치한  
캄피 교회(Kamppi Chapel)는  
조용한 묵상을 위한  
곳입니다. 로비에서  
사회봉사자나  
교구 종사자들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Mikko Summanen, K2S

36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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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유럽에서 면적이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50만 명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국가입니다. 핀란드의 인구는 남부지역과 소수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북부의 야생지역에서는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들은 현대적이고 유럽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총 길이는 1,000  km가 넘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반면, 북쪽에서는  

여전히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발트해와  

대서양에 가깝습니다. 멕시코 만류 때문에 동일 위도에 

위치한 캐나다나 러시아와 달리 북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입니다. 60도 위도권에서  

사는 전체 인구 중 거의 1/3이 핀란드인입니다. 동부의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대륙성을  

나타냅니다. 

핀란드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은 신록이  

푸르른 태양의 계절이며 비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남부지역은 전형적으로 12월에 눈으로  

뒤덮입니다. 북부지역에서는 11월에, 이르면 10월에  

흰눈이 대지를 덮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4월에 눈이  

녹는 반면, 최북단 지역에서는 때때로 한여름까지  

크로스컨츄리 스키경기가 열립니다. 

어떤 해에는 남부에 눈이 약간만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늦은 봄에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도 빛의 양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에  

최북단 지역에는 거의 2달 동안 해가 지평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2달 동안  

해가 지평선 아래에 머무르며 끝없는 밤이 계속됩니다.   

이 시기의 하루 몇 시간 동안에는 마법과 같은 푸른빛이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남부지역의 경우 여름에는 19시간 동안 해가 지평선 위에 

머무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하루에 6시간만  

햇빛이 비칩니다.

핀란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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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풍경
비행기에서 바라보았을 때 핀란드는 경이롭습니다. 국토의 

약 75%가 삼림으로 덮여 있고, 약 10%는 호수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핀란드에도 도시와 타운, 교외, 

들판, 마을, 공항, 산업 지역, 고속도로, 철도, 해안 지역  

등이 있지만 국토의 대부분은 삼림이 차지합니다. 

핀란드의 지형은 저지대이고 북쪽에 몇몇 산이 있습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핀란드의 지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숲은 많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핀란드 동부에서 두드러집니다. 사이마호 지역은  

수백개의 서로 연결된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은 2014년에 

사이마호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대 호수 중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내수 면에서 핀란드는 세계 제일로  

꼽힙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다수의  

넓은 만을 포함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러 수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약 188,00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남서부의 다도해는 크고 작은 섬들과 기반암, 바다의 

독특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빙하기의 압축력에  

의한 땅의 융기가 해마다 최대 1 cm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해 핀란드 총 면적이 약 7 평방킬로미터씩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진흙 지대는 핀란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늪에서 습지까지 다양합니다. 습지의 토탄은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5%를 생성합니다.

숲, 호수와 다도해는 동식물과 더불어 독특한  

자연환경을 형성합니다. 핀란드에는 여가 활동으로 

700,000명이 낚시를, 300,000명이 사냥을 즐깁니다. 

라플란드는 유럽에 있는 소수의 야생지역 중 한 곳으로, 

도보 여행자와 낚시꾼을 위한 천국이자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라플란드의 소도시인 콜라리(Kolari)는 주민 수가  

4,000명으로 적지만 35,0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으며, 숲속을  

거닐며 베리나 버섯을 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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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의 핀란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19년에 열립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핀란드 시민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현재 8개  

정당이 국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정당 수가 많습니다. 핀란드는 연합정부이며, 이념적  

차이에 관계없이 정당들이 공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2012년 선출된 사울리 니니스토 (Sauli Niinistö)

입니다. 주어진 권한 이외에 Niinistö 대통령은 핀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외교 정책을 책임집니다.

핀란드에는 약 300개의 행정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며 정치적 결정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합니다. 행정 구역은  

다른 사안 중에서도 토지 이용, 기본 교육과 건강 관리 조

직과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습니다. 시의회는 매 4년마다  

선출됩니다. 모든 정당이 시위원회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핀란드 투표권자는 유럽의회의 13인을 선출합니다. 

핀란드 
사회

 투표     간호사

 소방관   학생

RIITTA SUPPERI / KEKSI / TEAM FINLANDRIITTA SUPPERI / KEKSI / TEAM FINLAND

RIITTA SUPPERI / KEKSI / TEAM FINLANDJOHANNA VUONOKARI / LEHTIK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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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힘이다.
핀란드의 의무 교육은 7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중등과정 

이후에, 일부 학생들은 직업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대학에 입학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하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은 대학원을  

포함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종합 중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14개의 대학이 있고 라플란드를  

포함해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은 우수한 결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교육,  

복지, 고용면에서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Universitas 21에 따르면 핀란드는  

세계 6위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독해, 과학 부문에서 청소년의 지식과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핀란드는 매번 세계 최고의 국가 대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OECD의 최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핀란드 성인은  

문제해결 능력, 수학, 독해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
진정으로 평등한 교육 시스템은 사회 전체에 평등을  

가져옵니다. 성별 간의 평등을 보면 자명합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습니다. 

핀란드는 여성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교수 또는 경영진에서도 여성의 활약은 예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핀란드 정부 장관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보건의료와 보육 부문의 우수성이 평등을 촉진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는 세계에서 엄마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국가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해왔습니다.  

핀란드에서 여성은 105일 동안 출산 수당을 받습니다.  

이후, 가족은 육아 수당을 받게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복지는 어린이를 위한 복지를 뜻합니다. UNICEF에  

따르면, 핀란드는 아동 복지 면에서 세계 5대 국가에  

순위를 올렸습니다. 

위계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핀란드가 놀라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는 단순히 어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위계질서는 진정으로 적으며, 사람들은  

몇몇 공식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평등에 숨겨진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가 전혀 봉건적 구조를 가진 적이 없으며, 핀란드인들이 

항상 서로서로 직접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에는 부패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핀란드는 매번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로 꼽힙니다. 최근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핀란드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나 다름없습니다.

핀란드에서 언론은 검열 없이 자유롭게 경영됩니다. 

출처의 비밀 유지는 매우 엄격하며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1766년에 스웨덴과 

핀란드는 공공행정 공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이들이 

행정상 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행정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양성평등 분야 세계2위 국가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세계경제포럼

1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

Human Capital Report 2015
세계경제포럼

3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 3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국제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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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e Jansson이 그린 무민(Moomin)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현명한 가족으로, 핀란드 대표 캐릭터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며, 아마도 문화적 취미 때문일 것입니다. 문학에  

대한 인기도 매우 높습니다. 핀란드인들은 독서를 많이 

하며 모든 행정 구역과 마을에는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으며, 인구 밀도가 희박한 원거리 지역을 방문하는  

이동식 도서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극장도 인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에 극장이  

있고,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공식언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여러 개의 연극이 진행됩니다. 주요 핀란드 

공연에는 현지 교사부터 핀란드 국민 작가인 Aleksis Kivi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이 쓴 연극을 상연하는 현지 섬머 

시어터가 포함됩니다. 

핀란드에서 제작된 영화는 코미디에서 호러, 추리물에서  

애니메이션에 이르는 모든 장르를 망라합니다. 보통 국내  

영화가 핀란드에서 최다 관객 영화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영화 애호가들은 소단퀼라(Sodankylä) 영화제와 헬싱키 

국제 필름 페스티벌로 알려진 Love & Anarchy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핀란드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주요  

콘서트 무대는 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여름날 음악은  

전 지역으로 퍼집니다. 페스티벌 종류는 클래식에서 대중  

음악,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벌(Savonlinna Opera 

Festival)에서 포리 재즈(Pori Jazz), 헬싱키 페스티벌

(Helsinki Festival)에서 루이스록(Ruisrock)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핀란드는 방대한 음악 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 뮤지션 이외에 실력 있는 애호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헬싱키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뛰어난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들 미술관 중 대다수가 개인 또는 

사설 기관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해당 미술관은 다른 지역  

중에서도 탐페레(Tampere)와 멘타(Mäntt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미(美)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건축과 실용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적 목적 이외에 디자인은 산업 및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
핀란드인은 직업적, 레크리에이션 목적 모두에서 스포츠에 

열정적입니다. 1952년 하계 올림픽 이래로 핀란드에서는 

다수의 주요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이스 하키는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축구, 야구, 배구, 플로어볼,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과  

같은 많은 팀 스포츠가 취미 생활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인 종목에서 핀란드인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투창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스포츠에도 심취해 있으며,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둔 부문입니다.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F1 세계 챔피언을 3명 배출하였습니다. 랠리 레이싱 또한 

권위 있는 부문으로, 새로운 드라이버가 기존의 챔피언을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의 민족
Tove Jansson의 무민(Moomin) 가족

 Flow Festival

JUSSI HELLSTEN / FLOW FESTIVAL



ARI HEINONEN / OTAVAMEDIA / LEHTIKUVA

PETR SZNAPKA / CTK / LEHTIK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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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전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며, 수십만명이 대중  

달리기와 크로스컨트리 스키행사에 참가합니다.  

핀란드는 도보, 달리기, 사이클링, 스키, 스케이트, 조정, 

요트 타기 등 야외 운동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핀란드인들은 살아가면서 운동선수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포츠 클럽 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훈련에서부터 큰 대회를 포함한 행사  

주관까지 다양합니다.

화려한 식탁!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젓갈, 숲에서 딴 야생 

베리, 버섯, 과일, 치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 

핀란드 사람들은 생선을 매우 좋아하며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 모두 핀란드 식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발트해 청어는 수십 가지 방법으로 준비됩니다. 푹 삶거나  

구운 순록은 전형적인 핀란드 요리로, 라플란드 식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에서는 식품이 

자연 또는 농장에서 바로 식탁으로 이동하여 유통 경로가 

매우 짧습니다. 이 과정은 직접 숲에서 버섯이나 베리를  

따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제일 짧아지며, 핀란드에서는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요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핀란드 식재료 사용을 선호합니다. 핀란드  

도시는 매우 활기찬 식당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쉐프들이 국제 대회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급 음식이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창안된 음식 축제인 레스토랑 데이

(Restaurant Day)는 다른 국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년 중 4일 동안 누구든지 자신의 마당이나  

길거리에 간이 음식점을 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문 요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커피 애호가들로도 유명합니다. 핀란드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생산되는 100개 커피콩 중 하나가 핀란드에서 소비될  

정도입니다. 핀란드인들은 연간 1인당 12kg의 커피를  

소비하며, 이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핀란드의 호수와 강에는 가재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재 잡기 시즌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이며 

많은 핀란드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즌으로 꼽힙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가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자가 양조 맥주에서부터 현대의 수제 비어까지  

핀란드 맥주는 뛰어난 풍미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에는  

몇몇 산업 규모의 대형 맥주 공장을 제외하고 수십 개의 

소규모 맥주 공장이 있으며 종종 인근 지역에만 제품을 

판매하곤 합니다. 

핀란드 아이스 하키 팬
1인당 연간 식품 소비

75 kg
육류

15 kg
어류

15 kg
베리

66 kg
과일 및 주스

80 kg
곡류 제품

25 kg
치즈

178 kg
액상 유제품

65 kg
채소

11 kg
달걀

12 kg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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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과거
10,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북부 유럽은 110,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빙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지금의 핀란드인 지역,  

특히 남쪽부터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지역은 빙하로 인해 땅이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물로  

덮여있었습니다. 빙하가 사라진 이래로 땅이 융기했고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고대 핀란드의 이미지는 고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보존되는 고대 핀란드에 대한 기록물은 아이슬란드 

대하소설에 나오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대 핀란드는 고대 로마 밖의 유럽 지역과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지역의 통치자와 지배 조직은 이 시대의 

전형적인 표상이었습니다. 핵심 생계 수단은 수렵과  

어업을 비롯해 멀리 떨어진 국가를 포함한 국제  

무역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핀란드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900년에 로마가 아닌 콘스탄티노플의 영향을 받아 

핀란드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 기독교가 팽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세기가 시작되면서 스웨덴의 십자군이 핀란드 종교를 

봉쇄하였습니다. 종교와 칼의 힘으로 핀란드가 서유럽의 

가톨릭교회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년 이상 동안 

스웨덴과 서유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교회 간의 경계뿐 

아니라 핀란드 서부와 동부 국경선은 불분명했으며 러시아 

국경과 함께 수세기 동안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강대국 반열에 오른 핀란드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로 16세기 초에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에 핀란드를 포함하여 

스웨덴이 연루된 종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스웨덴과  

러시아가 수세기 동안 국경 위치를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1808–1809년 스웨덴이 핀란드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다스리는 대공국이 되었으나 초기 입법과  

행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핀란드는 100년 이상 동안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십년은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핀란드는  

스웨덴 동쪽에 위치한 주변국에서 가장 발전한 러시아의 

자주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러시아 지배 하에서 핀란드는 국회를 설립하고 자체적인 

통화를 채택하였습니다. 비즈니스와 산업이 발전하였고, 

특히 목재 가공 산업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핀란드가  
핀란드인 이유

핀란드 최초의 대학 설립

1640

종교 전쟁 시대, 루터 교회

1600

핀란드정착시작  
종족별지역사회형성

5000BCE

180716601219

대북방 전쟁

17005000BCE

핀란드에 철기 시대 
도래

500BCE

서유럽에서 핀란드에 십자군 
도착, 카톨릭 교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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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기념비적인  
헬싱키는 C.L. Engel의 
디자인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1849년 칼레발라(The Kalevala) 출간은 아마도 국가  

정체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레발라(The Kalevala)는 설화를 토대로 한 방대한  

영웅서사시입니다. 이는 핀란드에 역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Väinämöinen의 힘은 지식과 룬(rune) 노래를 

토대로 합니다. 

칼레발라는 예술가, 작곡가,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작곡가 Jean Sibelius, 시인 Eino 

Leino, 화가 Akseli Gallen-Kallela  

및 Albert Edelfelt는 19세기 후반  

핀란드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핀란드 

예술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칼레발라는 독립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켰습니다. 핀란드인들은 러시아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핀란드 법을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진압을 

시작할 때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주로 중상위 계층의 젊은 청년들이 

Jäger Movement에 참여하고 군사 훈련을 위해 독일로 

이동할 당시 반대파가 무장항쟁을 벌였습니다. 북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은 1917년 러시아 제국의 붕괴와 핀란드의 

독립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주적인 핀란드 
핀란드 내전은 1918년 초에  

발발하였습니다. 적위군은 구소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습니다. 

백위군은 민족주의와 정치적 이유로  

핀란드 독립을 지지하였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핀란드 최고사령관을 지낸  

칼 구스타프 에밀 만네르헤임(Carl  

Gustaf Emil Mannerheim)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격히 키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Jäger Movement에 참여한 젊은 청년층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수세기 동안 핀란드가  

두 개 군으로 나뉘었습니다.  

핀란드 독립의 초기는 주로 발전과 성장 기간이었습니다.  

중요 개혁에는 1920년대 보육 클리닉 설립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비 산모 및 젊은 어머니가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에   

Sampo를 방어하는 
Väinämöinen, Akseli 
Gallen-Kallela 작품, 
1895년

Our Land, 국가

1848

칼레발라가  
출판됨

1849
핀란드, 화폐  
단위로 마르카 
채택

1860

최초의 초등학교 설립

1866
단원제 국회, 핀란드는 여성에게  
완벽한 정치적 권리를 제공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됨

1906

핀란드 여인을 공격하는 머리 두 개 달린 러시아 제국의 
독수리. Eetu Isto 작품, 1899년

핀란드가 러시아 소속
국으로 편입됨

1809
투르크의 대화재(Great  
Fire of Turku), 헬싱키가  
수도로 지정됨

18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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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여권 연맹, 핀란드 
UN 가입

1955

출산 패키지

1938

핀란드 독립 쟁취

1917

최초 보육 클리닉 
설립

1920

핀란드 내전

1918

겨울전쟁 발발

1939

헬싱키 하계 올림픽

1952

축구선수  
Jari Litmanen  
출생

1971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핀란드 축구 선수인  
Jari Litmanen은 Ajax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선수 생활 동안 
Liverpool과 FC Barcelona
에서 활약하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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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고, 핀란드에서 유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초등학교 시스템이 가장  

외딴 지역까지 보급되었고 학교 출석이 의무 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규모 토지 개혁 중에는 계급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시골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에게 경작지가 제공되었습니다. 

1939–1944년에 발생한 두 개의 전쟁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겨울전쟁(Winter War, 1939–1940)은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적국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계속 전쟁(Continuation War)은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이후인 1941년에 발생했습니다. 핀란드는 1944년 가을, 

소련과 평화 협정을 맺었으며 소련 영토에서 독일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두 전쟁 결과, 핀란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비보르크

(Vyborg)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큰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련으로 넘어간 지역의 주민이 핀란드로 이주하였으며,  

이에 국가가 4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시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현대의 핀란드
전쟁 후 핀란드는 산업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였습니다. 과중한 전쟁  

배상금은 결국은 다행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많은 산업을 창출해야 했으며, 특히 금속 산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인구의 상당 부분이 농사 대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업,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인구 성장은 전쟁 이후 

탄력을 받았으며 1947년에 태어난 핀란드인들이 계속해서 

최다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과 도시화로 

집단 이주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는 약 200,000명의 

사람들이 핀란드를 떠났으며, 특히 산업 성장으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한 스웨덴으로 옮겨 갔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52년 북유럽 이사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핀란드는 국제적 긴장이 완화된 이후 1955년에 북유럽 

이사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노르딕 여권  

연맹(Nordic Passport Union)과 공동 인력 시장에  

합의하였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여권 없이  

다른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여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에서 복지까지
1952년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핀란드는 과중한 전쟁 배상금을 치렀으며, 헬싱키 하계 

올림픽은 세계 도처에서 방문객들을 끌어 모았고  

Armi Kuusela가 미스유니버스의 왕관을 차지하였습니다.

소련은 가끔씩 핀란드의 내정과 국제적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쟁 후 시기에는  

핀란드에 정치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451920

SUOMEN SAIRAANHOITAJALIITON ARK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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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버드

2009

Linux 운영체제  
최초 GSM 통화

1991

Keke Rosberg, 최초 F1 
세계 챔피언 등극

1982

노벨 평화상 

2008

헬싱키에서 유럽 안전 
보장 협력 회의(CSCE) 
개최

1975

축구선수  
Jari Litmanen  
출생

ROVIO

결혼의 평등성에 유리한  
국민발안이 수락됨

2014

HEIKKI SAUKKOMAA / LEHTIKUVA

소련과의 무역은 커다란 재정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핀란드는 원자재, 특히 석유를 수입하고 산업용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서방과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핀란드는 1955년 UN에 가입하였고, 1961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준회원이, 1986년에는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5년  

초 핀란드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평등, 모든 이를 위한 균등한 기회, 사회적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개인 경제 등의 특성을 갖춘 북유럽 복지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 핀란드에서 이민 가는 

것보다 이민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면에서 핀란드는 유럽의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기업과 공공 부문 간의 협력은 강력한 제 3섹터로,  

핀란드에서 매우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특히 건강 관리와 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요 재단들이 과학  

및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평화는  

핀란드 경제에 이롭게 작용해왔으며 노동자 및 회사는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핀란드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강한 정치적 및 문화적 

유대를 가진 국가입니다. 핀란드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이자 EU회원국이고 UN 활동 국가입니다. 수세기  

동안 핀란드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평화유지군 활동과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핀란드 전 대통령  

Martti Ahtisaari는 분쟁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88년, 노벨 평화상은  

약 20,000명의 핀란드인을 포함한 유엔 평화 유지군에게 

수여되었습니다. 

Martti Ahtisaari,
핀란드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JOHANNES JANSSON / NORDEN

EU 가입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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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부유한 북유럽 국가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7,500유로입니다(2014).  

EU에서 핀란드보다 부유한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단 세 곳뿐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은 핀란드와 부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핀란드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운송 거리가 긴 이유가 부분적으로 작용합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를 적용한 핀란드의 GDP는 대략 프랑스나 영국과 

동일합니다.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매우 흡사하게 

균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핀란드는 2002년에 

유로를 채택하였습니다.

명확한 수익을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은 최대 고용주에  

해당합니다. 제지기, 엘리베이터, 기타 핀란드에서  

제조되는 자본 상품의 설치와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가 

대부분 수출됩니다. 

핀란드는 수출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재생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임업은  

계속해서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이지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지 이외에 임업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재 기반 연료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을 포함한 그 밖의 산업은  

수세기에 걸쳐 임업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핀란드는  

조선업, 대형 디젤 엔진, 엘리베이터 및 제지기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산업, 특히  

정수 처리와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inux 운영 체제는 핀란드의  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GSM 통화가 

핀란드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핀란드 

경제
게임 산업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는 Rovio의 앵그리버드

(Angry Birds)와 Supercell의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s)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혁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을 비롯하여 핀란드가 세계 

시장의 1%를 점유하고 있는 클린테크 부문에서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싱키의 연례  

슬러시(Slush) 창업지원 행사는 세계 최대로 꼽힙니다. 

    겨울이 춥고 많은 산업으로 인해 핀란드의 에너지  

소비는 높은 편입니다. 석유와 가스같은 수입 에너지와  

함께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에너지와  

수력 전기는 주요 전기원입니다. 목재는 가장 큰 재생  

에너지원입니다. 풍력과 태양력 발전은 소수에  

불과하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농업

3% 산업

27% 
서비스 산업

70% 

서비스 산업 에너지 소비

26%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18%

21%

물류 및 통신

무역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교육

기타

7% 17%

11%

23%
석유

7%

18%
핵에너지

전기 순수입

천연가스

수력 전기

25% 목재 기반  
연료 

5% 토탄

3% 기타

5% 

4% 

10%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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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연구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에 계속해서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존중되며, 핀란드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법체계는 독립적이고 

공정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떤 케이스든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10대 환경으로 핀란드를 꼽았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혁신 기술과 고품질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근 EU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수출 제품을 생산합니다. 글로벌혁신지수에서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부문 4위를,  

클린테크 및 친환경 혁신 기술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와이어드(Wired)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있어 세계 최고의 국가로 핀란드를 꼽았습니다.  

핀란드는 데이터 및 전화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해  

기능성이 뛰어난 기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세계 최고의 무선 광대역  

연결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 또한 높습니다. 핀란드는 제3차 교육을 완료한 

인구수 면에서 OECD 상위 10개국 중 한 곳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성인은 독해, 수학, 문제해결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또한 핀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가 적고 안전  

수준이 높습니다. 헬싱키가 세계 최고의 10대 도시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과로,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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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속, 기계 및  
차량 산업

23%

화학물질  
산업

20%

임업 

12%

전기 및 전자제품  
산업

원자재 및  
생산 제품

에너지  
제품

자본 상품 기타 소비재

34% 21% 19% 19%

독
일

스
웨
덴 러
시
아

EUR 
10억

8%
북미

유로존 기타 EU 국가 기타 유럽  
국가

제품 그룹별 수출 (2014)

제품 그룹별 수입 (2014)

주요 무역 파트너 (2014)
 수출     수입

국가별 수출 (2014)

34% 23% 15%

14%
아시아

6%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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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징

사자상은 두 곳의 스웨덴 지역의 문장에 나타나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핀란드 

문장의 최초 버전은 스웨덴의 구스타프 I세(1496–1560)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스웨덴 동부 지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자치  

국가가 되는 시기에 핀란드 문장이 되었으며, 1917년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문장에 나타난 장미는 핀란드의 역사적인 9개 지방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핀란드 국내 아이스 하키팀은  

운동복의 사자 문양을 따서 “The Lions”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AL CHAREST / AFP / LEHTIKUVA

핀란드 국기

1918년에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핀란드 문장

국가 상징 새
큰고니 

(Cygnus cygnus)

국가 상징 동물
유라시아 불곰 

(Ursus arctos arctos)

국가 상징 어류 농어 (Perca fluviatilis)

국가 상징 나무
자작나무 

(Betula pendula)

국화
은방울꽃 

(Convallaria 
majalis)

국가 상징 곤충
칠성무당벌레 

(Coccinella septempunctata)

“핀란드의 섬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Teemu Selänne는 NHL 하키 리그에서 Winnipeg Jets, 

Anaheim Ducks, San Jose Sharks 및  

Colorado Avalanche를 대표하여 21시즌 경기를  

뛰었습니다. Selänne은 684점을 득점하며 NHL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한 핀란드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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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핀란드 국가 “Our Land”는 1848년 Fredrik Pacius가 작곡하였습니다. 

가사는 Johan Ludvig Runeberg가 1808–1809년 핀란드 전쟁 시기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 (The Tales of Ensign Stål)의 서문으로 작시한  

것이었습니다.

March of the Pori Regiment는 핀란드 대통령과 핀란드 방위군의  

행진곡입니다. 작곡자는 미상이나, 이 곡은 1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핀란드 올림픽 승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축하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Finlandia는 1899년 Jean Sibelius가 작곡한 교향시 Historical Scenes의 

마지막 부분으로, 원래는 노래로 불려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합창단에 맞게 편곡되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비공식 국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독립 기념일
핀란드의 독립 기념일은 12월 6일이고,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핀란드 의회는 

1917년 12월 6일,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진 후 창턱에 두 개의 촛불을 켜 둡니다.

국가 식별 번호
국제 전화 코드 +358

인터넷 국가 코드 .fi

자동차 및 보트 FIN

항공기 OH
“Our Land”는 1848년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올란드제도 국기
올란드제도 자치  
지역은 1954년 이래로 
자체 국기 사용이 허가
되었습니다.

사미 국기
사미 국기는 사미 
지역에서 공통된  
국기입니다.  북부 
핀란드 이외에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북서부 러시아에서 
사용됩니다.

올란드제도(Åland)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핀란드 지역으로,  
방대한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올란드제도의 인구수는  
약 30,000명에 달합니다.  
올란드제도는 주로 해양 관련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100여  
년 전, 호주에서 유럽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의  
상당 부분이 올란드제도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양 관련업은 
계속해서 핵심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란드제도 인구의  
10%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핀란드 선박 중 40%가 이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미(Sámi)는 지난 몇 세기에 
걸쳐 협력 관계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주로 사미 언어와 전통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에 살고 있는  
사미 인구수는 10,000명입니다. 
사미 지역 이외에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사미인들은 북부 라플란드에 
삽니다. 거의 2,000명이  
사미어를 제1언어로 구사합니다. 
사미는 유럽에서 유일한  
토착민입니다. 이들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및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미 지역

핀란드

러시아스웨덴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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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 REKOMAA / LEHTIKUVA

JUSSI TIAINENKAAPO KAMU / HARRISONPARROTT

KUVATOIMISTO RODEO / LEHTIKUVA캐캐(KONE)

SOILI JUSSILA / LEHTIKUVA

우수한 수준의 교육

핀란드의 교육은 종합 중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교육 성취에  

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꾸준히 세계 최고 순위에 오르고  

있으며, 독립 평가기관에서는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대학 시스템  

중 한 곳으로 꼽습니다.

테크놀로지 전문 기술

클린 디젤 엔진, 최장 1,000 m를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컴퓨터 운영  

체제, 클린 워터, 호화로운 크루즈  

선박, 앵그리버드 등 기술은 핀란드  

경제의 중추를 차지합니다. 

기념비적 건축물

핀란드인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을 선호합니다. 이는  

Eliel Saarinen, Alvar Aalto, Reima 

Pietilä와 같은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축 환경의 미와 기능성에도  

작용합니다.

열린 사회 

해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로 꼽힙니다. 핀란드  

사회는 개방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행정  

및 재판소에서 공정하게 처리됨을  

믿습니다.

지휘자의 고향

핀란드는 문화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음악 기관은  

국가 전체에서 건실한 역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핀란드는  

오페라부터 바로크 음악까지 세계  

최고의 지휘자, 성악가 및 음악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좋은 나라

핀란드의 방대한 보육 클리닉  

네트워크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로 어린이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원할 경우 데이케어 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연

핀란드의 자연 환경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유지나  

경작지를 제외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베리나 버섯, 또는 숲이 주는 그 밖의 

선물들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

핀란드인은 직업적, 레크리에이션  

목적 모두에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아이스 하키, 투창,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운동  

경기에서 자국의 선수가 우승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특한 자연 환경

핀란드 지형은 남쪽의 다도해부터  

북쪽의 숲과 고지까지 1,000 km 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자연의 

다양성 외에 뚜렷한 사계절도  

있습니다. 핀란드 전체 면적  

중 약 75%는 숲으로 덮여 있어 수천  

종의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는 매혹적인 숲속의  
연못에서부터 대형 호수까지 약 
188,00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수영을 즐기거나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호수는 도시와 
타운, 인구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합니다. 핀란드인들은  
미래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호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뚜렷한 계절

여름은 생기가 넘치는 반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동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겨울 시즌이  

지나면 다시 봄을 맞아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계절을 물으면 4계절이 각각 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한 공간

핀란드는 유럽연합 중 인구 밀도가  

가장 희박한 국가입니다. 이는 산책,  

스키, 사이클, 낚시, 호수 여행 등  

다양한 공간과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최대 규모의 도시에서조차 가까운  

거리 내에 자연의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9 -

MARKKU KÄYHKÖ

ANTTI AIMO-KOIVISTO / LEHTIKUVAJUHA MÄÄTTÄ / VASTAVALO / VISIT FINLAND

핀란드 관광청(VISIT FINLAND) LAUREN BATH / VISIT FINLAND

JUHA MÄÄTTÄ / VASTAVALO / VISIT FINLAND



핀란드 관련 정보

출판: 핀란드 외교부

공공외교국

커뮤니케이션부(2015)

PO Box 481, FI-00023 Valtioneuvosto, Finland

이메일: VIE-50@formin.fi

제작: Advertising Agency Kitchen 

Matti Sovijärvi, Rik Poppius

번역: AAC Global

인쇄: Lönnberg Oy

표지 사진 Pihla Peurasaari / Visit Finland

본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는 작가의 소유입니다.

핀란드 관련 추가 정보: 

  

ISSN 1238-173X       

무료 참조용

Finland, Finns, Finnomena

핀란드의 상위 랭킹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The Fragile States Index 2014, Fund for Peace

핀란드는 취약국가지수(FSI) 에 열거된 178개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이며 무너질  

취약성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인적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Human Capital Report 2015, World Economic Forum

핀란드는 교육, 복지, 고용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인적자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핀란드 —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국가
The Good Country Index

좋은나라 지수(The Good Country Index)는 각 국가가 인류의 공익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소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핀란드는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4

핀란드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럽 지역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이며,  

맑은 공기 면에서 세계 상위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양성 평등 2위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세계경제포럼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이 실시하는 연례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EU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
Eurostat 2015

EU 통계청 (Eurostat)에 따르면, 핀란드는 EU 지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나라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5, Save the Children

핀란드는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나라(State of the World’s Mothers) 연례 보고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