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World Design Capital Helsinki 2012 Pavilion 개장 

 

- 디자인, 건축 및 도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 

 

(헬싱키 2012년 5월 31일 PRNewswire=연합뉴스) World Design Capital Helsinki 2012가 

헬싱키에 핵심 만남의 장인 Pavilion[http://wdchelsinki2012.fi/en/pavilion ]을 열었다. Pavilion은 

주변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http://www.designmuseum.fi/en/ ] 및 핀란드 건축 

박물관[http://www.mfa.fi/frontpage ]과 더불어 올 여름 WDC Helsinki 2012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Pavilion에서는 누구나 세계 디자인 수도의 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831-wdch  
 

알토 대학[http://living.aalto.fi/en/ ] 목재 스튜디오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설계한 이 목재 

Pavilion은 핀란드 목재 건축의 새로운 시대와 최고 노하우를 반영한다. 햇볕이 잘 드는 이 

건물에서 관람객들은 최고의 여름 햇살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건물의 면적은 470 m2다. 

 

Pavilion은 2012년 5월 12일(화요일)부터 9월 16일(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된다. 주별 시간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Pavilion 

웹사이트[http://wdchelsinki2012.fi/en/pavilion ]에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매일 토론, 워크숍, 

활동 및 음악과 영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 외에 주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헬싱키 디자인 지구[http://www.designdistrict.fi/news ]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Pavilion에는 지역에서 재배한 여름 식품을 대접하는 카페와 주제별 간행물과 보관 기록물을 

읽을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손수레 매대에서는 WDC Helsinki 2012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Pavilion은 by World Design Capital Helsinki 2012[http://wdchelsinki2012.fi/en ], 

알토대학[http://living.aalto.fi/en/ ], 핀란드 건축 박물관[http://mfa.fi/frontpage ], 디자인 

박물관[http://www.designmuseum.fi/en/ ], 및 

UPM[http://www.upm.com/en/Pages/default.aspx ]의 합작품이다. 프로그램은 Demos Helsinki 

[http://demos.fi/english ]가 구성했다. Pavilion은 디자인 박물관과 핀란드 건축 박물관 

사이(주소: Ullanlinnankatu 2-4, Helsinki)에 위치한다.  

  
WDC Helsinki 2012 

프로그램[http://wdchelsinki2012.fi/en/programme%22%20%5Ct%20%22_blank ]은 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선보인다. WDC Helsinki 2012 웹사이트[http://wdchelsinki2012.fi/en/programme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WDC2012[http://wdchelsinki2012.fi/en/app ]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다. 

World Design Capital Helsinki 2012 웹사이트는 프로그램 외에도 핀란드 디자인에 관한 소식, 

컬럼 및 블로그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 영상[http://wdchelsinki2012.fi/en/news/2012-01-

02/designers-video-portraits ]을 통해 핀란드 디자이너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World Design Capital은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http://www.icsid.org/ ]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매 2년마다 사회, 문화 

및 경제 생활을 개선하는 도구로 디자인을 사용해온 훌륭한 성과가 인정되는 국제 도시 하나를 

선정한다 

 

관련 추가 정보와 목록은 http://www.wdchelsinki2012.fi를 참조한다. 

 

영상: http://www.multivu.com/mnr/53831-wdch  

 

출처: World Design Capital Helsinki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