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the woolly wonderland of Donna Wilson: 
a place where pattern and colour collide, and the im

agination is free to run wild.

스코틀랜드 애버딘셔(Aberdeenshire)의 농가에서 자란 도나 윌슨(Donna Wilson)은

어린시절, 작은오두막에서자연과동물을소재로그림을그리곤했다. 도나가불어넣은

동심과상상력은캔버스위의사랑스러운그림과인형으로탄생했다.

런던으로 떠난 도나는 영국 왕립 예술 학교(Royal College of Art)에 재학하며 도나 돌

(Donna Doll)이라 불리는 손뜨개 인형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는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유년기를 보낸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작품활동을 시작하며 생활한 런던 특유의 분위기에

서영감을얻어독특한손뜨개작품들을발표했다.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 따뜻한 수공예 감성으로 가득 찬 그녀의 창작물은 런던 디자인

계에서큰명성을얻었고, 2003년 DONNA WILSON 브랜드의탄생으로이어졌다.

도나윌슨은특유의텍스타일제품을기반으로, 패션, 리빙등다양한카테고리로영역을

넓히며영국을대표하는디자이너브랜드로성장했다.

또한 2010 브리티쉬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에 지명되었고, Hermès 등

세계적인브랜드들과협업하며 ‘뜨개질계의팀버튼’으로떠올랐다.



Creatures

도나윌슨은동심어린시선으로자연과일상의특별함을포착해낸다.

그녀의손에서탄생한크리쳐(Creature)들은 모두자신만의독특한스토리를가지고있다.

여우와다람쥐사이에서태어난시릴(Cyril Fox), 딸기를좋아하는곰비비(Bibi bear), 활발

한원숭이찰리(Charlie Monkey) 등동물친구들. 그리고그레이스(Grace), 조니(Johnny), 

로빈(Robin) 등의 다양한 표정과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땅콩, 오두막, 구름 등 친근

한모습의캐릭터들도도나의엉뚱한세계에서살아가는크리처들이다.

크리쳐 인형들은 램스울(Lambswool), 캐시미어(cashmere)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

용하여영국전통수공예방식으로제작된다.



Conscious Product
도나윌슨과그녀의스튜디오는쓰레기를줄이고

불필요한재고를두지않는것을지향한다.

그녀의스튜디오는제품제작부터배송까지플라스틱

배출을자제하여 플라스틱제로(zero)에가까워지고

있다.

제작과정에서발생하는자투리램스울은크리쳐제작

이나구매자가직접크리쳐를만들어볼수있는

Make Your Own 키트의재료로활용한다.



Eco-Friendly Movement

런던에위치한스튜디오에서는크리쳐클리닉(Creature Clinic)을 운영

하여수선이필요한크리쳐의치료를진행하고있다. 이를통해크리쳐가

오래도록사랑받길바라는도나의생각이담겨있다.

또한, 수명을다한도나윌슨의제품을보내면할인쿠폰을제공하는리사

이클링서비스도운영하고있다.

그밖에도영국의대형슈퍼마켓체인 TESCO와협업하여

Save Your Ocean캠페인의장바구니를디자인하기도했다.



Concept

Fun Creatures
동심과사랑스러움을지닌엉뚱하고재미있는크리쳐(Creature)아트워크

Colour of Britain

도나의고향, 스코틀랜드애버딘셔(Aberdeenshire)의자연의컬러(Colour of Nature)와

런던이라는도시의컬러(Colour of City)에서영감받아창작된아트워크



1) Animal

Artworks



2) Face

Artworks



3) Creature

Artworks



4) Pattern

Artworks



AllsortsAbstract
Pennan

Lino

CarnivalBlahblah

Isla Hue

Woollywood

Garland YokeBothy

Aberdeenshire Tartan

Artworks

4) Pattern



Victoria and Albert Museum (U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SCP (London)

Lorena Canals (Spain) Fogo Island (Canada)Hermès (Paris)

Collaboration



Collaboration
1) Apparel - Clothing



Collaboration
1) Apparel - Socks



Collaboration
2) Bag/Accessory



Collaboration
3) Bedding



John Lewis (UK) Mamas & Papas (UK)

Collaboration
4) Kids



Collaboration
5) Home Fabric



Penguin Random House (UK)

Collaboration
6) Stationery



Collaboration
7) Tableware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영빌딩 5층
Tel. 02-463-6132/ Fax. 02-463-6137
www.smckorea.com

라이선싱 문의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SMC)  
Web : www.smckorea.com 
Email : info@smckorea.com 

Tel : 02-463-6132

Donna Wilson
ㅇ

www.donnawilson.com

http://www.smckorea.com/
http://www.smckorea.com/
mailto:info@smckorea.com
http://www.donnawil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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