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품목명 옵션명 이미지 단가 크기 재질 가이드북 페이지

가-1-1 내/외부조명(벽등) 청사초롱 벽등 100,000           80(W) x 89(D) x 198(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21~22

가-2-1 테이블조명
청사초롱

테이블조명
150,000           100(W) x 100(D) x 28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23~24

가-3-1 내/외부조명(좌등)
좌등A

(문살)
400,000           260(W) x 260(D) x 83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27~28

가-3-2 내/외부조명(좌등)
좌등B

(청사초롱)
300,000          260(W) x 260(D) x 83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29~30

가-3-3 내/외부조명(좌등)
좌등C

(일월오봉도)
300,000          260(W) x 260(D) x 83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31

가-3-4 내/외부조명(좌등)
좌등D

(한글)
300,000          260(W) x 260(D) x 83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32

가-3-5 내/외부조명(좌등)
좌등E

(태극)
300,000          260(W) x 260(D) x 830(H) mm 구르미 원목, 아크릴, 한지 p.33

가-4-1 윈도우시트 일월오봉도 55,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시트지  p.34~36

가-4-2 윈도우시트 한글 55,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시트지 p.37~38

가-4-3 윈도우시트 태극 55,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시트지 p.39~40

가-5-1

이미지월

(아트월/포인트벽지겸

용)

한글 40,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p.41~42

가-5-2

이미지월

(아트월/포인트벽지겸

용)

태극 40,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p.43~44

가-5-3

이미지월

(아트월/포인트벽지겸

용)

조각보 40,000            
 가로·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

*단가는 1㎡ 기준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p.45~48

가-6-1 블라인드/발 한복 55,000            
 1,500 x 2,000 mm

*단가는 해당 크기 제작 기준
 polyester  p.49

가-6-2 블라인드/발 한글 55,000            
 1,200 x 2,000 mm

*단가는 해당 크기 제작 기준
polyester p.50

가-6-3 블라인드/발 태극 55,000            
 1,200 x 2,000 mm

*단가는 해당 크기 제작 기준
polyester p.51

가-6-4 블라인드/발 매듭 55,000            
 1,000 x 2,300 mm

*단가는 해당 크기 제작 기준
polyester p.52

가-7-1
족자

(이미지포함)
한글(밥) 100,000           450 x 1,3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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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7-2
족자

(이미지포함)
한글 100,000           450 x 1,3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5

가-7-3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호랑이) 100,000           450 x 1,2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6

가-7-4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초충도A) 100,000           450 x 1,0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7

가-7-5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초충도B) 100,000           450 x 1,0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8

가-7-6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초충도C) 100,000           450 x 1,0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79

가-7-7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초충도D) 100,000           450 x 1,00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80

가-7-8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문자도A) 100,000           450 x 1,25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한지, 실크  p.81

가-7-9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문자도B) 100,000           450 x 1,25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실크  p.82

가-7-10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문자도C) 100,000           450 x 1,25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실크  p.83

가-7-11
족자

(이미지포함)
민화(문자도D) 100,000           450 x 1,250 mm  디지털 프린트 전용지, 실크  p.84

가-8-1 장식용오브제
기러기 오브제

(백자)
82,500             90 x 220 x 120(H) mm  백자  p.97

가-8-2 장식용오브제
기러기 오브제

(청자)
82,500            90 x 220 x 120(H) mm 청자 p.98

가-8-3 장식용오브제
기러기 오브제

(진사)
82,500            90 x 220 x 120(H) mm 진사 p.99

가-9-1 방석
누비 사각방석

(면A)
55,000             390 x 390 x 50(H) mm  면  p.103

가-9-2 방석
누비 사각방석

(면B)
55,000             390 x 390 x 50(H) mm  면  p.104

가-9-3 방석
누비 사각방석

(면C)
55,000             390 x 390 x 50(H) mm  면  p.105

가-9-4 방석
누비 사각방석

(명주A)
84,700             390 x 390 x 50(H) mm  명주  p.106

가-9-5 방석
누비 사각방석

(명주B)
84,700             390 x 390 x 50(H) mm  명주  p.107



no. 품목명 옵션명 이미지 단가 크기 재질 가이드북 페이지

해외 한식당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물품 리스트 [가형]

[17품목 113종]

가-9-6 방석
누비 사각방석

(명주C)
84,700             390 x 390 x 50(H) mm  명주  p.108

가-10-1 영업알림판 일월오봉도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0

가-10-2 영업알림판 태극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1

가-10-3 영업알림판 민화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2

가-10-4 영업알림판 한복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3

가-10-5 영업알림판 한글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4

가-10-6 영업알림판 사군자(매화) 30,000            168 x 30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15

가-11-1 예약석표기판 일월오봉도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16

가-11-2 예약석표기판 태극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17

가-11-3 예약석표기판 민화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18

가-11-4 예약석표기판 한글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19

가-11-5 예약석표기판 한복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20

가-11-6 예약석표기판 사군자(매화) 40,000            95 x 145 x 5(H) mm 아크릴, 패트지, 월넛원목 p.121-122

가-12-1 방번호 표기판 일월오봉도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3

가-12-2 방번호 표기판 태극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4

가-12-3 방번호 표기판 민화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5

가-12-4 방번호 표기판 한글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6

가-12-5 방번호 표기판 한복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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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2-6 방번호 표기판 사군자(매화) 30,000            95 x 130 x 5(H) mm 아크릴, 패트지 p.128

가-13-1 메뉴판 일월오봉도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29

가-13-2 메뉴판 태극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30

가-13-3 메뉴판 한글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31

가-13-4 메뉴판 한글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32

가-13-5 메뉴판 흉배(호랑이)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33

가-13-6 메뉴판 사군자(매화) 50,000            230 x 318 mm 아트지, GA 파일지 p.134

가-14-1 테이블매트 일월오봉도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35~136

가-14-2 테이블매트 한복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37~138

가-14-3 테이블매트 한글A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39~140

가-14-4 테이블매트 한글B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41~142

가-14-5 테이블매트 한글C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43~144

가-14-6 테이블매트 태극A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45~146

가-14-7 테이블매트 태극B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47~148

가-14-8 테이블매트 민화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49~150

가-14-9 테이블매트 매듭 150                 420 x 297 mm  모조지 100g  p.151~152

가-14-10
테이블매트

(섬유-누비)

브라운

(사각/타원/원)
53,350            

 사각 450x300mm

타원 425x310mm

원형 290x290mm

컵받침 110x110mm

 면  p.153

가-14-11
테이블매트

(섬유-누비)

네이비

(사각/타원/원)
53,350            

 사각 450x300mm

타원 425x310mm

원형 290x290mm

컵받침 110x110mm

 면  p.154



no. 품목명 옵션명 이미지 단가 크기 재질 가이드북 페이지

해외 한식당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물품 리스트 [가형]

[17품목 113종]

가-14-12
테이블매트

(섬유-누비)

그린

(사각/타원/원)
53,350            

 사각 450x300mm

타원 425x310mm

원형 290x290mm

컵받침 110x110mm

 면  p.155

가-15-1 수저집 일월오봉도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56

가-15-2 수저집 한복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57

가-15-3 수저집 한글A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58

가-15-4 수저집 한글B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59

가-15-5 수저집 한글C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60

가-15-6 수저집 태극A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61

가-15-7 수저집 태극B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62

가-15-8 수저집 민화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63

가-15-9 수저집 매듭 800                숟가락집 60x120mm, 젓가락집 40x210 mm 모조지 100g p.164

가-16-1 냅킨홀더
일월오봉도

(실버)
22,000             140 x 100 x 40 mm  스틸  p.165

가-16-2 냅킨홀더
일월오봉도

(골드)
22,000            140 x 100 x 40 mm 황동 p.165

가-16-3 냅킨홀더
산수무늬

(실버)
22,000            140 x 100 x 40 mm 스틸 p.166

가-16-4 냅킨홀더
산수무늬

(골드)
22,000            140 x 100 x 40 mm 황동 p.166

가-16-5 냅킨홀더
전통문양

(실버)
22,000            140 x 100 x 40 mm 스틸 p.167

가-16-6 냅킨홀더
전통문양

(골드)
22,000            140 x 100 x 40 mm 황동 p.167

가-17-1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포장지)
한글A 250                 600 x 600 mm  모조지 100g  p.168

가-17-2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자기)
한글A 4,500              560 x 560 mm  CDC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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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7-3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쇼핑백)
한글A 2,000              250 x 300 x 150 mm  모조지 250g  p.183

가-17-4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스티커)
한글A 50                  50x50mm  모조지 100g  p.189

가-17-5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띠지)
한글A 100                 600x70 mm  모조지 100g  p.189

가-17-6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포장지)
한글B 250                 600 x 600 mm  모조지 100g  p.170

가-17-7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자기)
한글B 4,500              560 x 560 mm  CDC  p.179

가-17-8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쇼핑백)
한글B 2,000              250 x 300 x 150 mm  모조지 250g  p.184

가-17-9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스티커)
한글B 50                  50x50mm  모조지 100g  p.190

가-17-10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띠지)
한글B 100                 600x70 mm  모조지 100g  p.190

가-17-11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포장지)
태극A 250                 600 x 600 mm  모조지 100g  p.172

가-17-12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자기)
태극A 4,500              560 x 560 mm  CDC  p.180

가-17-13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쇼핑백)
태극A 2,000              250 x 300 x 150 mm  모조지 250g  p.185

가-17-14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스티커)
태극A 50                  50x50mm  모조지 100g  p.191

가-17-15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띠지)
태극A 100                 600x70 mm  모조지 100g  p.191

가-17-16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포장지)
태극B 250                 600 x 600 mm  모조지 100g  p.174

가-17-17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자기)
태극B 4,500              560 x 560 mm  CDC  p.181

가-17-18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쇼핑백)
태극B 2,000              250 x 300 x 150 mm  모조지 250g  p.186

가-17-19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스티커)
태극B 50                  50x50mm  모조지 100g  p.192

가-17-20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띠지)
태극B 100                 600x70 mm  모조지 100g  p.192



no. 품목명 옵션명 이미지 단가 크기 재질 가이드북 페이지

해외 한식당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물품 리스트 [가형]

[17품목 113종]

가-17-21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포장지)
민화 250                 600 x 600 mm  모조지 100g  p.176

가-17-22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보자기)
민화 4,500              560 x 560 mm  CDC  p.182

가-17-23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쇼핑백)
민화 2,000              250 x 300 x 150 mm  모조지 250g  p.187

가-17-24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스티커)
민화 50                  50x50mm  모조지 100g  p.193

가-17-25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띠지)
민화 100                 600x70 mm  모조지 100g  p.193

* 물품 리스트 상의 단가는 개당 단가이며, 일부 크기당 단가가 달라질 경우 따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당 단가는 물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책정한 단가이며, 제작 물품의 수량/재질/가공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