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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ticles obtained motifs from traditional pattern or relics 
and added modern touch and usability. As fl agship items, 
there are handcraft items of Korean fl avor fi nely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lacquer and embroidery, and useful everyday goods 
of practical material as well as traditional beauty. Enjoy graceful 
and modest beauty of Korean traditions. The products with a faint 
redolence of tradition will make your life stylish and comfortable.

Scent of Tradition in Daily Lives, 
Craft Works & Everyday Goods

전통 문양이나 유물에서 모티프를 얻고 현대의 감각과 쓰임을 더했습니다. 

나전이나 자수 등으로 빛깔 곱게 장식한 한국 공예의 멋스러움을 담은 공예품, 

실용적인 소재에 전통의 아름다움을 더해 쓰임새 많은 생활소품, 

단아하고 소담스러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제 일상에서 즐겨 보세요.

전통의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상품들로 생활에 멋과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생활에 감도는 전통의 향기, 
공예품과 생활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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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ltural heritage has an abundant beauty beyond space and time. 
The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creates 
cultural goods complete with usefulness as well as traditional beauty.

한국의 문화 유산에는 시공을 뛰어넘는 멋스러움이 듬뿍 깃들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옛 것의 아름다움에 쓰임을 더해 오늘의 삶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합니다.

Instilling traditional beauty into everyday life전통의 멋을 일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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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Foun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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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Crafts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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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pot with a Jade Teapot 4,000,000원

공예품 

A–1

Crafts

Jade, Silver, Stering Silver, String 170 × 145 × 195 mm 

금속공예가 김영옥

Patterned Small Teapot 2011 – 14 Teapot 중 1,420,000원

대 1,580,000원

A–2

Silver, Stering Silver, String

중 170 × 100 × 100 mm, 대 170 × 110 × 100 mm 

금속공예가 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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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Teapot 2009 – 1, 2, 3 Teapot 소 950,000원

중 1,260,000원

대 1,580,000원

A–3

Silver, Stering Silver, String

소 110 × 75 × 80 mm, 중 130 × 90 × 80 mm, 

대 170 × 110 × 100 mm

공예품 Crafts

금속공예가 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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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n & Chopsticks 2011– 24 

Spoon & Chopsticks

왕과 왕비 수저세트 Spoon & Chopsticks

1세트 500,000원

25,000원

A– 6

A–7

Silver, Stering Silver 40 × 20 × 10 mm, 10 × 20 × 10 mm

티타늄 209 × 38 mm, 215 × 7 mm

공예품 Crafts

새가 있는 풍경-냄비받침 Pot Stand 48,000원

A– 4

주석 Ø155 mm 

금속공예가 김영옥금속공예가 최승천

기와 냄비받침 Pot Stand 45,000원

A–5

신주 147 × 147 mm

동의대학교 협력개발 6세기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관꾸미개(국보 154호, 155호)를 

모티브로 한 수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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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꽃고 II Hair Pin 2,150,000원

A–8

금(24K, 18K), 

은, 동, 철, 다이아몬드, 가넷 29 × 10 × 6 mm 

공예품 Crafts

여인의 향기 I Korean Traditional Ornaments 6,500,000원

A–10

금(24K, 18K), 은, 동, 철, 

산호, 비취, 호박, 다이아몬드, 실크실 65 × 400 × 14 mm 

금속공예가 남경숙

여인의 향기 II Korean Traditional Ornaments 4,750,000원

A–9

금(24K, 18K), 은, 동, 철, 비취, 

산호, 다이아몬드, 투루마린, 실크실 29 × 10 × 6 mm 



16 1717

청자향로 목걸이 Necklace 70,000원

A–11

실버, 도금 팬던트 30 × 30 mm, 체인 55 × 5 cm

청자향로 귀걸이 Earrings 55,000원

A–12

실버, 도금 20 × 20 mm

신라 금 귀걸이 Earrings 12,000원

A–13

주석에 금도금 40 mm

유물 목걸이 Necklace

유물 귀걸이 Earrings

40,000원

46,000원

A–14

A–15

블루, 레드, 하늘

원석, 실버에 도금 40 mm

블루, 레드, 하늘

원석, 실버에 도금 40 mm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상품

공예품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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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넥타이핀 세트 Tie pin 42,000원

A–18

신주 타이핀 56 × 6 mm, 커프스링크 17 × 28 mm

기와 장식 팔찌 Bracelet 

기와 귀걸이 Earrings 

팔찌 15,000원

참 장식 낱개   7,000원

팔찌 세트 50,000원

17,000원

A–16

A–17

17,000원금도금 14 × 10 mm

은 215 × 8 mm

공예품 Crafts

수막새 열쇠고리 Key ring 11,000원

A–21

금, 은 

신주 팬던트 27 × 27 mm, 길이 27 × 95 mm

기와 열쇠고리 Key ring 

기와 열쇠고리 (칼라) Key ring 

17,000원

15,000원

A–19

A–20

금, 은

신주, 바벳 팬던트 34 × 20 mm, 길이 47 × 53 mm

검정, 청색, 하늘, 분홍, 연두, 민트, 빨강

신주, 바벳 팬던트 34 × 20 mm, 길이 47 × 53 mm

동의대학교 협력개발 동의대학교 협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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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목걸이 Necklace 49,000원

49,000원

42,000원

A–22

금도금  

은도금 

블랙 니켈 17 × 44 mm

기와 목걸이 Necklace 

창호 육각 목걸이 Necklace 

49,000원

35,000원

A–23

A–24

은, 큐빅지르코니아 팬던트 20 × 15 mm

은, 큐빅지르코니아 팬던트 12 × 12 mm

직사각문 목걸이 Necklace 42,000원

A–25

은, 큐빅지르코니아 팬던트 9 × 19 mm

신라대학교 협력개발 동의대학교 협력개발 

공예품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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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목걸이 Necklace 48,000원

A–26

금, 은 

큐빅지르코니아 팬던트 5 × 25 mm

큐브 직사각 목걸이 Necklace 

큐브 목걸이 Necklace 

48,000원

45,000원

A–28

A–27

은 팬던트 5 × 27 mm

금, 은 팬던트 7 × 7 mm

공예품 Crafts

신라대학교 협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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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ed Ring Brooch 150,000원

150,000원

220,000원

200,000원

150,000원

A–29

1 65 × 20 × 2 mm 

2 65 × 20 × 2 mm 

3 60 × 45 × 2 mm 

4 60 × 40 × 2 mm 

5 65 × 20 × 2 mm 

공예품 Crafts

금속공예가 김계옥

1

2

3

4

5

Sticks Brooch 각 250,000원

A–30

삼베, 금박, Mixed Media 12 × 120 × 12 mm

금속공예가 정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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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공예품 Crafts

2009 옛날 옛적에 2 Brooch 2,360,000원머드스톤, 호박, 다이아몬드, 14K 금, 

92.5% 은 일렉트로포밍 50 × 50 × 10 mm 

2009 옛날 옛적에 1 Brooch 2,360,000원

A–31

머드스톤, 투어말린, 다이아몬드, 14K 금 

40 × 60 × 10 mm 

금속공예가 조유진

2010 구름에 달 가듯이 2 Brooch

2010 구름에 달 가듯이 3 Brooch

360,000원

480,000원

A–33

A–34

알루미늄, 92.5% 은 60 × 50 × 10 mm 

알루미늄, 92.5% 은, 18K 금도금 50 × 50 × 10 mm 

Spring, Spring Brooch

Full Moon Brooch

700,000원

760,000원

A–35

A–36

925Silver, Colored Cubic Zirconium, 

Gold Plated 40 × 40 × 15 mm 

925Silver, Colored Cubic Zirconium, 

Gold Plated 40 × 40 × 15 mm 

금속공예가 이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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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Necklace 190,000원

A– 42

925Silver, Gold-leaf, Acrylic Resins 200 × 300 mm

공예품 Crafts

금속공예가 정은현

지워진 자리 Ring

새벽꿈 Brooch

새잎에 내리는 봄비처럼 Ring

브로치 Brooch

초록빛 기쁨 Ring

860,000원

720,000원

790,000원

330,000원

1,000,000원

A–39

A–37

A– 40

A–38

A– 41

18K(YG), Lapis Lazulite, Hawk’s Eye 25 × 20 mm

925Silver, Gold Plating, Lock Crystal, Obsidian, 

Jadeite 40 × 93 mm 

18K(YG), Amethyst, Dumortierite 21 × 17 mm

925Silver, Gold Plating, Acrylic Resins, cz 23 × 92 mm 

18K(YG), Amethyst, Sapphire 25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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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가들 Fancies Brooch & Earings

990,000원

720,000원

A– 43

14K Gold, Baby Ping Opal, Diamond 

브로치 28 × 50 mm 

귀걸이 11 × 28 mm 

Spread 3 Brooch 720,000원

A– 44

은 925, 백동, 실크 100 × 140 × 40 mm

공예품 Crafts

금속공예가 최윤정

금속공예가 박정혜 

금속공예가 윤소희 

Recycle I Brooch

Recycle II Brooch

Recycle III Brooch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A– 45

A– 46

A– 47

Amethyst, Glass, 925Silver 95 × 6 × 40 mm 

Amethyst, Glass, 925Silver 37 × 12 × 53 mm 

Amethyst, Glass, 925Silver 54 × 7 ×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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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Beads Necklace Necklace 480,000원

A–51

은 925, 진주, 옥, 산호, 오닉스, 문스톤, 커넬리언
길이 80 cm

금속공예가 고희승

금속공예가 고희승

Can you fl y? Brooch 350,000원

A– 49

은 925, 옻칠 90 × 30 × 60 mm

Fingerprint Series Earings 130,000원

100,000원

A–50

은 925 90 × 30 × 60 mm

은 925 7 × 30 mm

브로치 Brooch 430,000원

A– 48

정은, 오닉스, 9.25 Silver, Onyx 80 × 70 × 15 mm 

금속공예가 남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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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돋보기 Reading glasses

돋보기 펜던트 Reading glasses

오죽 안경줄 Glasses String 

160,000원

210,000원

70,000원

A–52

A–53

A–55

Brass, Lens, Leather Case 110 × 41 mm

Brass, Lens, CZ, Pearl 45 × 45 mm

오죽, 끈 길이 800 mm

공예품 Crafts

금속공예가 윤혜림

대한민국 기능전승자 최선희 

고백, 그리움, 기다림 Brooch 각 30,000원

A–54

Mixed Media 55 × 65 mm

작가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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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죽장도 Knife 지칼 Paper knife

낙죽장도 Knife 

9,000,000원 50,000원

350,000원

A–56 A–57

A–58

순금, 순은, 대나무, 먹감나무, 

우골, 우각, 자개, 민어풀, 

녹피, 특수 합금강 330 × 30 × 30 mm

순은, 대나무, 스테인레스강 18 × 8 × 200 mm

포도문, 로고문

대나무, 순은, 특수합금강 18 × 8 × 160 mm

낙죽장도장 한상봉

350,000원포도문, 로고문

대나무, 순은, 특수합금강 18 × 8 × 160 mm

공예품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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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그릇 Baby Bowl

찻잔 Teacup

홍시볼+꽃접시 세트 Bowl and Plate

190,000원

150,000원

240,000원

150,000원

390,000원

A–59

A– 60

A– 61

방짜유기

밥공기 9 × 5 cm 

국그릇 12 × 3 cm 

방짜유기 10.5 × 7.5 cm 

홍시볼 12 × 5.5 cm 

꽃 접시 11.5 × 2 cm 

세트 

공예품 Crafts

행정안전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부부 수저세트 spoon and chopsticks

아기 수저세트 spoon and chopsticks

국자 Ladle

120,000원

105,000원

80,000원

A– 62

A– 63

A– 64

방짜유기 

숟가락 20.5 cm

젓가락 22 cm 

방짜유기 

숟가락 17.2 cm

젓가락 17 cm 

수저받침 9.5 cm 

방짜유기 7.2 ×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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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 식기 Lacquer Ware 1,760,000원

A– 66

식기 - 목재, 옻칠, 부분금박

매트 - 옻칠, 삼베, MDF 

밥그릇 Ø120 mm, 국그릇 Ø130 × 70 mm, 젓가락 230 mm, 

젓가락받침 70 mm, 옻칠매트 400 × 300 × 6 mm 

옻칠 다기 Lacquer Ware 960,000원

A– 65

잔 - 목재, 주칠 

소접시 - 옻칠, 목재 

젓가락, 젓가락받침 - 옷칠, 목재, 부분금박 

매트 - 옻칠, 삼베, MDF 

잔 Ø70 × 80 mm, 소접시 Ø135 × 18 mm, 

젓가락 230 mm, 젓가락받침 70 mm, 옻칠매트 400 × 300 × 6 mm 옻칠 작가 김 설

41Crafts

반상기 세트 Lacquer Ware

통형잔

축배잔

240,000원

60,000원

6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A– 67

A– 68

A– 69

밥그릇2, 국그릇2, 수저2, 젓가락2

물푸레나무, 옻칠 

밥그릇 189 × 68.1 mm, 국그릇 136.3 × 60 mm, 

수저 44.6 × 10.8 × 200 mm, 젓가락 7.5 × 8 × 210 mm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세트 (수저2, 젓가락2)

통형잔(중)

축배잔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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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무늬나전함 Case 원앙나전함 Case52,000원 55,000원

A–70 A–71

블랙, 브라운 200 × 130 × 50 mm 블랙, 레드 125 × 125 × 50 mm

Najeon Chillgi (Nacre lacquerware)

Nacre lacquerware is a lacquered 
vessel inlaid with mother-of-
pearl. Repeating lacquering after 
cutting the hard shell is very 
fastidious job to do, but many were 
produced using this technique 
in Korea because of mother-of 
pearl’s glittering beauty on a red 
background.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옻칠을 한 용기 위에 

자개를 박아 넣어 장식한 것이다.

단단한 조개껍질을 오려내고 반복해서 

옻칠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붉은색 바탕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43Crafts



44 45공예품 Crafts

모란나전함 Case 52,000원

A–72

블랙, 브라운 150 × 150 × 60 mm 나전 보석함 Case

나전 서랍장 Case

37,000원

90,000원

A–73

A–74

매화 50 × 180 mm

소나무 90 × 120 × 1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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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 과반 plate 나전 소반 plate

나전 과반(대) plate

70,000원 35,000원

85,000원

A–75 A–77

A–76

소나무 215 × 215 mm 소나무, 매화 130 × 130 mm

매화 327 × 215 mm 나전 액자 Picture Frame

나전 탁상시계 Table Clock

75,000원

75,000원

110,000원

A–78

A–79

당초문 

매화 145 × 185 × 12 mm

당초문 130 × 130 mm

공예품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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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쳐-문갑 Miniature 96,000원

A–80

느티나무 170 × 50 × 55 mm 미니어쳐-경상 Miniature

미니어쳐-소반 Miniature

96,000원

96,000원

A–81

A–82

느티나무 160 × 60 × 66 mm 

느티나무 Ø106 × 60 mm 

공예품 Crafts

경상(經床)

조선시대

경상은 원래 사찰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읽을 때 사용한 책상으로 조선시대 상류층 

문인들이 서안書案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천판天板 양 끝이 둥글게 

말려 올라간 형태에 S자 모양의 호족형 

다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경상은 바탕이 나무이지만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육각형 무늬와 톱니무늬를 

만들어 붙여 천판을 장식하였다. 

천판 뒷면에는 이 경상의 전수 과정과 

수리 내용 등이 음각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족반(虎足盤)

조선시대

음식을 얹어 나르거나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상(床)의 종류를 소반(小盤) 

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반은 나르기 

쉬우면서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호족반은 

천판을 받치고 있는 다리의 어깨가 밖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구부러져 유연한 

S자형을 이룬 후 발끝이 밖으로 살짝 

내밀린 형태의 소반이다. 마치 호랑이 

다리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Gyeongsang 
Joseon Dynasty, Korea

Gyeongsang is a table used 
by monks at temple when reading 
a sutra, yet also used by upper-class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Its legs are S-shaped and the edges 
of a top board are both curved up. 
The top board made of wood is 
decorated with the hexagon and 
saw-tooth patterns of bamboo 
strips on it. Technique transmission 
process and repair details are 
engraved on the back.

Hojokban
Joseon Dynasty, Korea

Soban is a small portable meal table 
used in a room. Made of light solid 
wood, it is convenient to carry and 
bears the weight of bowls placed on it. 
This is also a single-serving table, 
so most are small-sized. Hojokban 
is a sort of Soban with s-shaped legs 
supporting the top board and 
feet turned out. That’s why it is called 
Hojokban meaning a tiger-legged 
meal table.

a sutra, yet also used by upper-class 

strips on it. Technique transmission 

문갑(文匣)

조선시대  

네 개의 서랍으로 구성된 단순한 

문갑이다. 문갑은 각종 문방구와 간단한 

문서를 간수하기 위해 실내에 비치하는 

나지막하고 긴 가구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물은 대개 19세기의 것으로 

규격화된 것은 없고 형태도 다양하다.

이 문갑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극히 기본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문갑은 간결하고 소박한 

품격이 빛나는 조선시대 목공예품이다.

Mungap (Stationery Chest)
Joseon Dynasty, Korea

A simple stationery chest with four 
drawers. This is long and low 
furniture placed inside the room to 
store writing supplies and documents. 
Most existing ones are dated back to 
the 19th century and made in various 
forms without a stereotype.
This chest is estimated to be mad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has 
a basic shape so that well fi ts even 
in a small space. Mungap is simple 
elegant woodcraft of the Jose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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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상감 접시 Plate 700,000원

A–83

420 × 420 × 50 mm 

공예품 Crafts

해강고려청자연구소

청자삼단사각합 Case

청자사각합 Case

청자직사각합 Case

550,000원

330,000원

385,000원

A–84

A–85

A–86

155 × 110 × 180 mm

155 × 110 × 100 mm

310 × 105 × 70 mm

도예작가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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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2인 다기 세트 Celadon Tea Set 230,000원

A–87

옻칠상자에 포장 

공예품 Crafts

청자다식접시 Celadon Porcelain 15,000원

12,000원

52,000원

A–88

목단문 160 × 160 mm, 연화문 150 × 160 mm,  

복숭아 130 × 165 mm, 감 140 × 170 mm 

매화(6p 1set), 복숭화(6p 1set) 

포장상자 130 × 330 × 60 mm, 접시 90 × 110 mm



54 55공예품 Crafts

축배잔 Earthenware 25,000원

A–91

높이 140 mm, 지름 850 mm

소금, 후추통 세트 Salt & Pepper Shakers

비색청자 냄비받침 Pot Stand

45,000원

29,000원

A–90

A–89

백자, 청자 높이 10 mm

포도동자, 연꽃-흑상감, 연꽃-음각 175 × 175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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