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essories

crafts

children’s goods

replicas

stationery

주문판매 문의처 02-2077-972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14 가을·겨울 문화상품

“우리 문화를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문화사절단!

세계 속 한국문화상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선도합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상품의 국내외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국의 국립박물관에 

문화상품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꾸준히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다양한 상품들을 

해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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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관꾸미개(국보 154호, 155호)를 

모티브로 한 수저세트 

포장상자

(종이 케이스)

포장상자

(종이 케이스)

01 왕과 왕비 수저세트  25,000원

티타늄 38mm x 209mm(수저), 7mm x 215mm(젓가락) | 우단회색, 갈색 케이스 240mm x 150mm x 35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7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02 (도교)진공수저세트  27,000원

스테인레스스틸 38mm x 212mm(수저), 5.6mm x 218mm(젓가락), 6.4mm x 259mm(조리용 젓가락)

종이 케이스 169mm x 282mm x 3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7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수복강녕(壽福康寧, 오래 살고 

복되며 건강하고 편안함)의 

의미를 담은 부부수저세트. 

조리용젓가락(1e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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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모습

윗모습

포장상자

(종이 케이스)

03 원앙수저세트  25,000원

스테인레스스틸 38mm x 212mm, 5.6mm x 218mm, 6.4mm x 259mm
종이 케이스 282mm x 169mm x 3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7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04 나전 보석함  37,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80 x 80 x 55mm | 싸바리 종이 케이스 107 x 107 x 60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05 나전 서랍장  90,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95 x 120 x 115mm | 싸바리 종이 케이스 147 x 120 x 130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3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원앙새와 같이 금실이 좋은 

부부의 사이를 이르는 

원앙지계(鴛鴦之契)와 

물가풍경무늬병 유물의 

원앙 두마리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한 부부수저세트.

조리용젓가락(1ea) 포함

무광(無光)의 함에 

전통 나전기법으로 매화와 

소나무 모양으로 꾸며낸 

보석함

무광(無光)의 함에 

전통 나전 기법으로 

자개로 소나무를 수놓은

서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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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모습_ 블랙

윗모습_ 브라운

06 모란 나전함 블랙, 브라운  52,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150mm x 150mm x 60mm | 싸바리 종이 케이스 175mm x 175mm x 70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07 (항연) 나전명함함  30,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120mm x 75mm x 35mm | 종이케이스 엔젤크로스120g 140mm x 95mm x 40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08 (향연) 나전필함  50,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210mm x 70mm x 35mm | 종이케이스 엔젤크로스120g 223mm x 80mm x 45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전통 나전 기법으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 문양을 넣어 

제작한 함

1795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거행한 행사의 전 과정을 

그린 기록화 ‘화성능행도’를 

응용하여 디자인한 명함함

1795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거행한 행사의 전 과정을 

그린 기록화 ‘화성능행도’를 

응용하여 디자인한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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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

반차도 우산

모란도

노란나비

복분자

당초문

매화

09 나전액자 당초문, 매화  75,000원

MDF(무광우레탄칠+나전) 145mm x 185mm x 12mm | 싸바리 종이 케이스 180mm x 230mm x 30mm
로고 인쇄시(레이저)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10 장우산 모란도, 복분자, 노란나비, 반차도  36,000원

폴리에스테르  900mm(전체), 600mm(살길이) | 케이스 없음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5일 이내 납품 | 5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전통 나전기법으로 

매화와 대나무, 새가 어루러진 

문양을 넣어 제작한 액자

조선시대 회화 ‘모란도’, 

‘화훼초충도’의 이미지,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 준비를 기록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에 나오는 

이미지를 응용하여 제작한 장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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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을 응용하여 제작한 

손목시계

11 삼족오 USB 8GB,16GB,32GB  18,000원8GB | 29,000원16GB | 51,000원32GB

자개 위 에폭시 처리 31mmx13mmx6mm | 종이 케이스 7.7mmx11.5mmx23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0일 이내 납품 | 5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12 훈민정음 손목시계 남, 여  22,000원

가죽밴드, 스테인레스스틸 Φ33mm(남성용), Φ25mm(여성용) | 블랙  종이 케이스 265mm x 60mm x 3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주 이내 납품 | 2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고구려 시대의 문화유물에서 

나타나는 태양 숭배와 

신화적인 표상의 상징인 

삼족오(三足烏)를 케이스에 

문양으로 넣어 제작한 USB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의

문양을 활용하여 제작한 손목시계

13 성덕대왕신종 손목시계 블랙, 화이트  30,000원

가죽밴드, 스테인레스스틸 Φ33mm | 블랙 종이 케이스  265mmx 60mm x 3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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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박연폭포

국화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 

반차도 부채

15 전통부채 반차도, 모란도, 꽃과 나비, 박연폭포  11,000원

한지, 전통매듭  250mm | 종이 케이스 260mm x 55mm x 2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20일 이내 납품 | 2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16 전통부채 국화, 연꽃  12,000원

한지, 전통매듭, 대나무  250mmx580mm  | 종이 케이스 260mmx55mmx2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5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연꽃

조선시대 작품인 

신명언의 모란도, 남계우의 화접도, 

강세황의 박연폭포도와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 준비를 기록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에 나오는 

이미지를 응용하여 제작한 부채

정조, 절개, 평화의 상징인 국화와 

수려함과 고결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연꽃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든 전통부채

꽃과 나비

모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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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퍼플

17 화접도스카프 - 울실크 퍼플, 그레이  60,000원

실크  80mm x 1450mm | 종이 케이스 108mm x 235mm x 33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4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맞춤라벨 가능

18 화접도스카프 - 쉬폰 크림, 그레이  55,000원

실크100%  520mm x1800mm | 종이 케이스 240mmx29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4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맞춤라벨 가능

크림

그레이

국립중앙박물관 대표유물인 

조선시대 남계우의 화접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스카프

국립중앙박물관 대표유물인 

조선시대 남계우의 화접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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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접도 주방장갑  12,500원

20 화접도 앞치마  38,000원

면 100% 170mm x 310mm(주방장갑) | 면 100% 620mm x 750mm (앞치마) | 케이스 없음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2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21 화접도 앞치마 M 핑크, 크림  35,000원

 화접도 앞치마 S 핑크 크림  35,000원

면100% 570mm x 980mm(M) | 면100% 370mm x 880mm (S) | 케이스 없음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600개 이상 발주시 로고 인쇄

국립중앙박물관 대표유물인 

남계우의 화접도를 활용하여 

제작한 주방용품

국립중앙박물관 대표유물인 

남계우의 화접도를 활용하여 

제작한 주방용품

화접도앞치마 S / 크림

화접도앞치마 M / 핑크

화접도 주방장갑

화접도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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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백

모란

연두

하늘

23 손수건 - 검정잠자리 설백, 하늘, 연두, 모란  8,000원

80수, 면 100%  500mm x 500mm | 종이 케이스 140mm x 140mm x 7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40일 이내 납품 | 5,200개 이상 발주시 손수건 중앙에 로고 자수 인쇄

면100%로의 소재로 부드럽고 

잠자리, 노란나비 문양을 인쇄하여 

고급스러운 손수건

22 의궤넥타이 하늘, 주황, 노랑, 분홍  55,000원

실크  80mmx1450mm | 종이 케이스 108mmx235mmx33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21일 이내 납품 | 100개 이상 발주시 맞춤라벨 가능

‘영조정순후가례도감’에 나오는 

반차도 속 다양한 인물들을 

그래픽화하여 제작된 넥타이

주황

하늘

노랑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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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이필통 - 나전 하늘, 빨강, 검정  7,000원

종이 55mm x 210mm x 30mm | 케이스 없음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5,000개 이상 발주시 케이스 로고 인쇄

25 종이필통 - 꽃나비 하늘, 노랑, 흰색, 핑크, 연보라  7,000원

종이 55mm x 210mm x 30mm | 케이스 없음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 | 5,000개 이상 발주시 케이스 로고 인쇄

조선시대 화가 남계우의

화접도 이미지를 활용한 필통세트

활짝 핀 모란을 나전으로 새긴 

장식을 응용한 연필과 필통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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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문양을 접시에 구현한 것으로 

구름과 학문양(운학문)은 

영원한 세계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포장상자

(오동나무 케이스)

복숭아

매화

26 청자상감운학문 접시   (나무받침 포함) 120,000원

청자 Φ300mm | 종이 케이스  300mm x 300mm | 오동나무 케이스  315mm x 315mm x 55mm (선택시 15,000원 추가)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5일 이내 납품 | 1개 이상 발주시 뒷면에 로고 인쇄

27 청자다식접시세트 - 6p 복숭아, 매화  52,000원

청자 접시  90mm x 110mm | 오동나무 케이스  305mm x 140mm x 62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15일 이내 납품 | 1개 이상 발주시 바닥에 로고 인쇄

정제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이는 

고려청자의 제작기법을 

적용해 실용성있는 

생활소품으로 만든 접시

28 매병다기세트  80,000원

청자 높이 950mm | 종이 케이스  230mm x 250mm x 1140mm
로고 인쇄시 | 발주 후 20일 이내 납품 | 1개 이상 발주시 바닥에 로고 인쇄 

운치있게 차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려청자의 비색을 활용하여 만든 

청자다기세트

포장상자

(종이 케이스)



상품점 주소 연락처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02-2077-9769

국립광주박물관 상품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062-571-7116

국립경주박물관 상품점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054-744-7540

국립김해박물관 상품점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055-313-4999

국립대구박물관 상품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053-761-8317

국립진주박물관 상품점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055-740-0633

국립제주박물관 상품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17 064-725-0097

국립민속박물관 상품점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02-739-969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품점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02-739-9297

국회상품점 상품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761-0545

세종청사 상품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6-3동 2층 044-868-0686

재단운영상품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는 개인 구매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관공서의 

맞춤형 기념품제작 및 대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주문판매를 통해 구매하시면 다음과 같은 추가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에 원하시는 ‘로고나 문구를 인쇄’ 혹은 ‘제작’하여 드립니다.

• 주문하신 상품 수량에 따라 ‘포장이 가능’ 합니다. (대량 구매시 포장 무료)

※ 각 상품별로 최소 구매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주문 및 문의 :  02-2077-9727, ok@cfnmk.or.kr 
 02-2077-9704, akcs@cfnmk.or.kr

온라인 뮤지엄 숍 : www.museumshop.or.kr

포장재 케이스

주문판매 안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은

귀하의 품격을 한층 높여드립니다.

 

www.cfnmk.or.kr

온라인 뮤지엄 숍 

www.museumshop.or.kr

본 카달로그에 실린 상품은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