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의 맛, 클라우드베리
매년 여름, 영양분이 풍부한 주황빛 열매가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의 늪지대를 환하게 밝히면 

핀란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클라우드베리 수확 열기에 빠져든다.

Head in the Clouds
For a few select weeks every summer, a tart orange berry lights up the 

swamps of Lapland, enticing locals in one Finnish town into a picking frenzy that 
they freely admit constitutes “cloudberry fever.”

World Foods Cloudb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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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guide, Riikka Tuomivaara, is impatient. “What about 

those ones?” she urges, indicating the swathes of orange 

on the swampy ground ahead. “Or that patch over there?” 

We have been trekking all morning around the avosuot, the 

treeless swamps surrounding the remote community of 

Ranua in Finnish Lapland, enduring mud and mosquitoes 

with one thing in mind: the berry that, each July, sets the 

land here ablaze and drives the locals into a frenzy.

Today our luck is in. Picking has been good, and our 

buckets brim with the elusive tangerine-hued berry 

known in Finnish as hilla and in English as the cloudberry. 

“You’re witnessing cloudberry fever in Ranua now,” says 

Tuomivaara. “We Finns have a long winter. Once the snow 

goes, in Ranua we want to get out. It’s a need, a duty. We 

know what’s out there in our nature. Cloudberries are out 

there, and we can’t waste that opportunity.”

The first thrill of cloudberries is simply finding them. 

Their geographical spread is largely limited to northern 

Scandinavia, Russia, Canada and Alaska, and they only 

grow for a few brief summer weeks. This scarcity, and the 

popularity of foraging in Finland — you can even study the 

라누아의 시장에서, 지난 50년간 이 마을에서 ‘클라우드베리 

교수’로 불려온 타이스토 일리카이넨을 만났다. 일리카이넨은 

클라우드베리의 무게를 달고 채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해의 수확 현황을 살펴 시세를 정하는 일을 한다. 사람들이 

클라우드베리를 채집한 바구니를 들고 오면 일리카이넨은 이를 

작은 판매용 용기에 옮겨 담는다. “한번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세 분이 헬싱키에서부터 꼬박 9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클라우드베리 20킬로그램을 사자마자 5분 

만에 바로 헬싱키로 되돌아가셨죠.” 일리카이넨의 말이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부터 여름휴가 중 

클라우드베리 채집을 하려는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채집자들의 

면면은 사뭇 다양하다. 채집자들은 클라우드베리를 구식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 측정이 끝나면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다. 핀란드 

정부는 클라우드베리 수확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집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 바 있다. 현지인만 채집에 

나서는 건 아니다. 여행객 역시 참여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에서 

클라우드베리가 있을 법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구할 수 있으며, 

숙련된 채집자를 길잡이로 고용할 수도 있다. 

안내를 맡은 리카 투오미바라는 약간 안달이 나 있었다. 

“이쪽은 어때요?” 그녀가 가리키는 앞쪽의 늪지는 주황빛 색채의 

향연이다. 투오미바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드러났다. “아니면 저기 보이는 부분은요?” 우리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의 외진 지역, 라누아를 둘러싼 늪지대를 오전 내내 

돌아다녔다.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과 모기 떼의 공격을 견디는 

목적은 단 하나, 매년 7월이면 이 땅을 고운 빛깔로 물들이며 

핀란드인을 열광시키는 클라우드베리를 따는 것이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수확은 성공적이었고 바구니는 형광빛 

귤색 열매로 그득했다. “핀란드의 겨울은 매우 깁니다. 눈 오는 

긴 계절이 지나가면 라누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클라우드베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자연이 선물한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죠.” 투오미바라의 말이다.  

핀란드어로 ‘힐라’라고 불리는 클라우드베리는 스칸디나비아 

북부, 러시아,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 등의 한정된 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여름 한 철 짧게 자란다. 클라우드베리는 희소성 때문에 

현지에서 야생 식자재의 최고봉으로 여겨진다. 핀란드에서 야생 

식자재 채집은 일반화된 활동이다. 지역 관광국에 따르면 이 

지역의 60퍼센트는 늪지대로, 이는 클라우드베리가 자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한다. 인구 4000명의 이 작은 마을이 

클라우드베리의 세계 수도로 명성을 떨치는 이유다. 

매년 여름 핀란드인은 라플란드에서 자생하는 클라우드베리 채집에 열중한다(왼쪽, 

오른쪽 페이지). 채집한 클라우드베리는 직접 먹거나 지역 시장에 판매한다(아래).

Every summer, Finns head into the swamps of Lapland to forage for 
cloudberries (left, opposite). Those they do not keep for themselves 
can be sold at cloudberry markets like the one in Ranua (below).

subject — makes them the Holy Grail of wild foods.

According to the region’s tourist board, 60 percent of 

the land around Ranua is swamp, terrain that the berry 

flourishes in, and the tiny town has a reputation as the 

world’s cloudberry capital. At Ranua’s marketplace, I 

meet Taisto Illikainen, affectionately referred to as 

the town’s cloudberry “professor.” 

Illikainen records each kilogram of 

berries picked (upwards of 50,000kg 

in a good year), monitors how the season 

is going and fixes prices accordingly. As 

pickers bring over buckets of cloudberries, 

Illikainen pours some of them into smaller 

containers for sale. “Once,” he says, “three 

very old men drove up here, nine hours 

from Helsinki. I sold them 20 kilos of 

cloudberries, and five minutes later 

they drove right back again.” 

Helsinki

Ranua

St Petersburg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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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지 근처에 사는 이들은 클라우드베리로 잼을 즐겨 만든다(왼쪽, 위). 뉴 노르딕 

퀴진의 부상으로 클라우드베리는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는다(오른쪽 페이지). 

Many Finns who live near the swamps where cloudberries grow make 
the fruit into jam (left, above). With the rise of New Nordic Cuisine, the 
berries have increasingly become a fine-dining staple (opposite). 

NEW NORDIC As Illikainen and I talk, pickers keep 

arriving. They are not just locals; workers come for the 

season from as far afield as Thailand. Visitors can also 

participate. A map showing likely cloudberry locations is 

available, and experienced pickers can be hired as guides.

While foraging appeals to Finns with an inclination for 

“time alone,” a nationwide personality trait, eating the 

berries is the true pleasure. Sourer than blackberries but 

sweeter than gooseberries, cloudberries are augmented 

by crunchy seeds and a belly-filling syrupy viscosity.

As a rule, the Finnish palate prefers plain food, and the 

cloudberry’s uses here tend to be low-key. The berries 

are traditionally served as a compote with juustoleipä, a 

baked squeaky cheese, and many households make them 

into jam, too. But with the rise of New Nordic Cuisine and 

its emphasis on fresh, foraged ingredients, chefs have 

begun utilizing the fruit in more innovative ways. At the 

celebrated restaurant Noma, in Copenhagen, for example, 

chef René Redzepi has turned cloudberries into the sorbet 

interior of his signature Snowman dessert.

Wandering through Ranua, I discover a bakery serving 

cloudberry-festooned cakes, as well as Europe’s only 

vintners who make wine exclusively from wild berries, 

their sweet amber cloudberry wine on prominent display. 

At the town’s pizzeria, owner Sauli Kortesalmi introduces 

me to the latest addition to his menu: cloudberry pizza. 

“Hawaiian with a Lappish twist,” he smiles. “Reindeer 

instead of ham, and cloudberries in place of pineapple.”

As Ranua local Lionel Clauser explains, the berry 

boom here is not restricted to just July. “You came halfway 

through the story,” he laughs. “When the snow melts in 

May it uncovers last season’s unpicked cloudberries, 

which are especially sweet, perfect for jam-making. June, 

we’re out looking at the new ones, just watching them 

grow. July is picking them and August is the cloudberry 

festival. But also in July we have the blueberries, in August 

the lingonberries and at the end, in September, we have 

the cranberries.” In Ranua, there is a lot more picking to 

be done.  By Luke Waterson Photographs by Kerry Christiani

노르딕 퀴진의 숨은 재료 블랙베리보다는 시큼하지만 

구스베리보다는 달콤한 클라우드베리의 맛은 아삭한 씨와 과육, 

그리고 끈적한 점성으로 인해 증폭된다. 클라우드베리에는 

일종의 보존제 성질을 띠는 안식향산이 함유되어 보관하기도 

용이하다. 덕분에 클라우드베리는 다용도로 활용된다. 

달콤한 요리에도 짭짤한 요리에도 두루 잘 어울리고, 간단한 

군것질거리의 재료로, 혹은 식사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재료가 부족한 겨울철에 대비해 저장해놓을 수도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편이다. 클라우드베리 

전통 조리법은 시럽에 절인 형태로, 이를 구운 치즈 커드인   

‘유스톨레이페’와 함께 내놓는다. 그런가 하면 클라우드베리가 

풍부한 늪지대 근처의 가정에서는 한결같이 클라우드베리 잼을 

만든다. 요리사들이 클라우드베리를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게 된 건 갓 공수한 신선한 재료를 중시하는 ‘뉴 노르딕 

퀴진’이 부상하면서부터다. 뉴 노르딕 퀴진의 전형을 보여주는 

르네 레드세피의 레스토랑 ‘노마’에서는 클라우드베리로 만든 

셔벗으로 속을 채운, 눈사람 모양의 디저트를 선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마을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울리 

코르테살미가 소개한 새로운 메뉴, 클라우드베리 피자다.   

“하와이 피자를 라플란드식으로 해석했어요.” 코르테살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햄 대신 순록고기를, 파인애플 대신 

클라우드베리를 올렸지요. 파인애플은 피자에 쓰기에는 

달더라고요. 클라우드베리가 보다 균형 있는 맛을 내죠.” 

투오미바라는 “찾아다니는 것, 몸에 좋다는 것 때문에 

클라우드베리를 ‘라플란드의 금’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클라우드베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채집하는 요령을 알려주며 늪지대를 누비면서도 

일행이 잠시 쉴 때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자기만의 채집에 

분주하다. 클라우드베리의 효능은 잘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클라우드베리의 비타민 C 함유량은 오렌지보다 많다. 

클라우드베리가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누아 현지인인 리오넬 클라우세르는 이곳의 베리 열풍은 

비단 7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5월에 눈이 녹으면 그 

전해에 수확하지 않은 클라우드베리가 드러나요. 달아서 잼으로 

만들기에 좋죠. 6월에는 클라우드베리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7월에는 이를 수확하고, 8월에는 클라우드베리 축제가 열리죠. 

뿐만 아니라 7월에는 블루베리, 8월에는 링곤베리도 나오고요,  

9월에는 크랜베리도 있답니다.” 라누아에서는 아직도 채집해야 

할 것이 많이 남은 셈이다.  글 루크 워터슨 사진 케리 크리스티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