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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 한국문화원 젓가락특별전

2015년 대한민국 청주시는 중국의 칭다오시, 

일본의 니가타시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세 나라가 1,000년 넘도록 함께 

사용해 온 유일한 도구인 젓가락을 테마로 한 

젓가락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일상의 도구를 넘어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와 문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문화유전자입니다. 선조들 대대로 오랜 시간 

한결같이 사용해온 도구인 젓가락에는 3국 

모두 나눔과 배려, 협력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젓가락 페스티벌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은 더욱 

가까워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화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한중일이 하나된 

것처럼 젓가락에 담긴 생명문화, 짝의 

문화, 나눔의 문화로 지구촌이 하나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주에서 시작한 젓가락문화의 확산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주태국 한국문화원의 전시에 

이어, 2018년에는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젓가락문화를 펼쳐보이게 되었습니다. 

젓가락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신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작품을 

출품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9. 
청주시장 한범덕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Feast of K-Chopsticks’ Exhibition

Selected as a cultural city of East Asia 

alongside Qingdao and Niigata in 2015, the 

city of Cheongju in South Korea has been 

holding festivals every year with the theme 

of chopsticks, which is the only tool shared 

by the 3 nations for over 1,000 years.

Chopsticks go beyond being just another 

household tool, and act as an unbroken line 

of cultural DNA in the history, culture, and 

life of East Asia. Used for generations by our 

ancestors, they hold special meaning in the 

3 nations, representing sharing,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The Chopsticks Festival has brought the 

3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closer together, and has acted as cultural 

companion leading the future. As the 

chopsticks bring Korea, China, and Japan 

together, we hope the culture of life, culture 

of pairs, and culture of sharing represented 

by the chopsticks can bring the world 

together and lead to peace.

Cheongju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chopsticks culture not only to Korea but also 

to the world.

Following the exhibition by the Korean 

Culture Center of Thailand in 2017,  the 

chopsticks culture will be showcased 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in 2018. 

We would like to thank the director and 

everyone 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that were involved in the expansion 

of chopsticks culture, and the artists that 

have submitted pieces for the exhibition. 

2018. 9.
Beom duk, Han
Cheongju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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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봄을 맞아 주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젓가락 향연’ 전을 열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젓가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에서 공유되어 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며 현재는 음식문화와 함께 

퍼져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이번 

전시는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기반으로 

청주 지역 80명 작가들의 젓가락 관련 작품 

500여 점과 더불어 한국 공예의 지역성과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시를 비롯하여 타악 공연, 

젓가락 만들기 시연 및 워크샵, 젓가락 교구 등 

젓가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드니공예주간(Sydney Craft Week) 참여를 

통해  호주인들이 한국공예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아낌없이 도움을 준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채로운 젓가락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주시드니한국문화원장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KCC) 

is pleased to host a Korean craft and design 

exhibition, ‘Feast of K-chopsticks’ in this 

warm spring season in Australia. Chopsticks 

are a unique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spread not only to Korea but also across 

to East Asia, and widely used in the global 

food culture. Featuring about 500 artworks 

by 80 artists based on Cheongju city, ‘Feast 

of K-Chopsticks’ showcases the culture of 

Korean chopsticks with a variety of artistic 

pieces highlighting the local craftsmanship 

which focuses on both its aesthetic sensibility 

and functionality.Also, as part of the Sydney 

Craft Week, this exhibition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Australians to experience the 

Korean craft more easily through a range of 

hands-on program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Cheongju city and 

the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for their generous support for this 

exhibition. We invite everyone to join the 

feast of Korean chopsticks full of colours and 

designs! 

So jeong, Park
Director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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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n and chopstick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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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n and chopstick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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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tae, Park — Brassware spoon

박상태 — 유기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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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ng kuk, Lee — Bundi tree(prickly ash) chopsticks

이종국 — 분디나무 젓가락0
8



Seong ho, Kim — Lacquered spoon and chopsticks

김성호 — 옻칠수저

0
9



So ra, Lee — Spoon and chopsticks case 

이소라 — 수저집10



Pil mu, Yoo — Brush chopsticks

유필무 — 붓 젓가락

11



Sang tae, Park — Brass tablewa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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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 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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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 Kyung hye, Park — Convenient chopsticks holder from Southeast Asia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a dining-out culture, people rarely prepares a lunchbox. 
Therefore, chopsticks boxes are not often used. But if the use of disposable wooden chopsticks 
and plastic disposable products becomes restricted, chopsticks boxes and lunch boxes are 
likely to become popular. Southeast Asia has a culture of keeping chopsticks just like the 
picture you see.

컬렉터. 박경혜 — 동남아시아의 간편한 젓가락통

외식문화의 발달과 함께 도시락 준비가 드물어서 

젓가락 통은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1회용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면 다시 젓가락 통 또는 식기통이 유행할 수 

있다. 동남아에는 사진과 같은 젓가락 보관용품 

문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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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 Kyung hye, Park — Korea, China, Japan spoon and chopsticks setting

Korea, China and Japan have a common chopsticks culture but their size, shape and material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cultures are different when chopsticks are put on the table. 
The biggest difference of setting the dishes of Japan and China is that China puts chopsticks 
vertically. Both countries don’t use a spoon as frequently as Korea does but when they need to 
use it, they use this tiny one.

컬렉터. 박경혜 — 한중일 수저 세팅

한중일 3국은 젓가락 문화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젓가락의 크기와 모양, 재료가 다르고 특히 

식탁에 놓을 때 문화가 다르다. 일본과 중국의 식기 

세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대체로 수평으로, 

중국은 수직으로 젓가락을 놓는다는 점이고, 

두 나라 모두 숟가락은 우리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작은 걸 쓴다.

Collector. Kyung hye, Park — Malaysian chopsticks

Malaysia has various cultures and natural environments and lots of islands like Indonesia.  
Also, it has slightly different food cultures from region to region. This set reminding me of 
swimming in Pulau Langkawi includes Malaysia handcraft chopsticks, a chopsticks mat and  
a fish-shaped tray.  

컬렉터. 박경혜 — 말레이지아 젓가락

말레이지아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많은데 지역마다 

식문화도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랑카위섬에서 

물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세팅은 

말레이지아 수공예 젓가락과 젓가락 매트, 물고기 

모양 젓가락 받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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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 nam, Yi — Monthly songs for farms

Chopsticks Golden copper Plate Glass, 24k golden-coated

Every creature creates the rhythm of life.rhythm of nature, warmth of rural areas… 
Even to the invisible breath, Nature responds with rhythm of transparent tunes.

이규남 — 농가월령가 農家月令歌

젓가락 황동 받침 유리, 24K금박

저마다 생명의 가락을 빚는다. 

자연의 리듬, 농촌의 정감... 

보이지 않는 숨결에도 

자연은 투명한 선율의 가락으로 화답한다.   

이규남 — 달팽이 라르고largo

젓가락 황동, 925은 받침 925은, 레드하트

달팽이의 느린 걸음걸이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삶

빠름에 치여 사느라 

많은 것을 놓치며 사는 우리

식사 시간만이라도 느림에 대해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봄이 어떨까…

Kyu nam, Yi — Largo like a snail

Chopsticks Golden copper, 925silver Plate 925silver, red heart

A snail's slow gait a wise life keeping its own pace, We are living a life missing so many 
things, What about having a relaxation time thinking of slowness over the table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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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 nam, Yi — Variations of the grains of rice

Yugi(korean traditiona bronze), golden copper(silver-coated)

“Cooked rice is a restorative~” “energy from it is keeping us alive”  
Rice is a respository of life noble value of life within a grain of rice a few cooked grains 
attatched on the sides of the mouth, on the bowl and on the clothes sit around leaning still 
here and there. Steamed grains of rice are our culture and life. 

Kyu nam, Yi — Sonata of pebbles

Ott(natural lacquer)

Seashore pebblestrimmed and smoothed by soft wavesare to get the skin off and soaked after 
all. Give your ears to the cystal clear sound of pure water.

이규남 — 조약돌 소나타 sonata

옻칠(교칠)

바닷가 조약돌,

부드러운 물결로 다듬어지고 미끈해져 

비로소 허물 벗고 앙증맞게 속살까지 젖는다

귀 기울이면 맑게 들리는 청정의 물소리

이규남 — 밥풀 변주곡

유기 / 황동(은도금)

‘밥이 보약이여~’  ‘밥심으로 사는겨~’  

쌀은 생명의 보고

밥 알 하나에 담긴 생명의 고귀한 가치

입가에 묻은 밥풀, 그릇에 붙은 밥풀, 

옷에 붙은 밥풀

밥풀은 여기저기 오도카니 기대앉아 

청승을 떤다. 

밥풀은 우리의 문화이자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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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 금속판의 변형 201807

(작은 그릇 및 젓가락) 

구리(동), 나무, 옻칠

금속공예 작품에서 쓰임이라는 의미가 최소한의 

역할과 함께 작은 외적 요소만을 남기고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과 그 가능성을 응용한 

연속적인 작품제작이 나의 작품 활동이다. 

또 다른 작업재료인 나무로 함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Soung chuel, Park — Deformation of metal plate 201807(small bowls and chopsticks)

Copper(bronze), wood, ott(natural lacquer)

My work is sequential creation us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metal as 
a material, while function is reduced to its minimal role and formal element. Another work 
material, wood, was used to make tools that could be used in daily life.

18



조성호 — 식구

복합매체

숟가락의 머리부분만을 잘라 핀을 달아 제작된 

얼굴 브로치의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식구(食口)를 표현한 것이다. 형태, 소재, 크기가 

서로 다른 브로치는 작게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낸 것이고 크게는 사회와 식문화에 

따른 숟가락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다.

Sung ho, Cho — Family

Various materials

I have cut the head parts of spoons and attached pins behind them so they have become face 
brooches. These represent sikgu, which means family members who have meals together.  
Each brooch has a different shape, material and size. These pieces represent individualities of 
family members in small ways and, in large ways, diversities of spoons according to societies 
and food cultures.

19



김석영 — 상생 젓가락 시리즈1

정은, 티타늄

젓가락에서 음식을 집게 되는 앞부분과 손으로 

잡게 되는 뒷부분에 서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서 

제작한 젓가락 시리즈입니다. 앞부분은 정은과 

티타늄을 활용해 안전하게 음식물과 닿을 수 있게 

고려하였고, 사용된 재료 각각의 특징을 살려 

재질적인 재미를 더하고자 의도 하였습니다.  

Seok young, Kim — With two colour chopsticks series 

Titanium, aluminium

It is a series of chopsticks using different materials, divided into the front part holding the food 
and the back gripped by hands. The front part is made with pure silver(#10) and titanium(#11)in 
consideration of safety when they touch foods intended to add zest with quality of the material 
by emphasis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sed material.

20



Seok young, Kim — With two colour chopsticks series 

Pure silver, titanium

It is a series of chopsticks using different materials, divided into the front part holding the food 
and the back gripped by hands. The front part is made with pure silver(#10) and titanium(#11)
in consideration of safety when they touch foodsI intended to add zest with quality of the 
material by emphasis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sed material.

김석영 — 상생 젓가락 시리즈2

티타늄, 알루미늄

젓가락에서 음식을 집게 되는 앞부분과 손으로 

잡게 되는 뒷부분에 서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서 

제작한 젓가락 시리즈입니다. 앞부분은 정은과 

티타늄을 활용해 안전하게 음식물과 닿을 수 있게 

고려하였고, 사용된 재료 각각의 특징을 살려 

재질적인 재미를 더하고자 의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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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 —  ‘1968 + 담아내다’ 

(1인용 나무접시와 나무젓가락)

느티나무 고재, 장미목, 금(은)박, 옻칠,  

호두기름, 천연 밀납

자투리 느티나무 고재를 수공 조각하여 제작한 

1인용 나무접시와 끝이 뾰족한 사각 나무젓가락 

디자인입니다. 나무 접시는 1인용 앞 접시, 수저/

젓가락 받침, 오시보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젓가락은 한국 전통 젓가락인 

사각 젓가락과 일본 젓가락의 특징인 뾰족한 

끝부분 형태가 혼합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접시는 호두 기름과 천연 밀납으로 마감하였고, 

젓가락은 옻칠을 하였습니다.

최기 — ‘2018 + 담아내다’

(나무그릇과 나무젓가락, 나무수저)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느티나무 고재, 옻칠, 

호두기름, 천연 밀납, 수성 컬러펜

물푸레나무로 제작된 면기 2종류와 디저트 볼, 

나무 컵입니다. 면기에는 고로쇠나무로 제작된 

나무젓가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저트 볼은 느티나무 고재로 만든 나무수저로 

사용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나무 면기 등은 굽을 

사선으로 비스듬히 조각하여 한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국산 고로쇠나무를 사용하여 고로쇠 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수저는 머리 부분을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제작하여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용 수저를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면기 등은 목선반으로 

제작하여 옻칠을 한 후 표면을 수공 조각하여 

장식하였습니다. 젓가락과 수저는 호두 기름과 

천연 밀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Ki, Choi —  ‘2018 + Plate with a bowl’ 
(wooden container and wooden chopsticks, wooden spoon)

Ash tree, acer mono max(painted maple), zelkova cedar, lacquer, walnut oil,  
natural beeswax, watercolor pen

Two kinds of noodle bowls, a dessert bowl and wooden cups made of Ash wood. The Painted-
maple wooden chopsticks can be used for Noodle bowls and a Zelkova wooden spoon for 
the dessert bowl. The wooden noodle bowls are carved with oblique line and have a slightly 
tilted feature.The chopsticks made of Korean painted maple(Acer mono max) are intended to 
remind us of maple water.The spoon has been designed to tilt the head to one side and can 
be used for the right-handed and left-handed respectively. The noodle bowls are made by the 
lathe, lacquered and decorated with hand-carving on the surface. Chopsticks and spoons are 
finished with walnut oil and natural beeswax.

Ki, Choi — ‘1968 + Plate with a bowl’(single wooden dish and wooden chopsticks)

Zelkova tree, rosewood, gold(sivler)-coated, ott(natural lacquer), natral wax

It is the design of a single wooden-plate and squared wooden-chopsticks with pointed ending, 
hand-crafted with an old Zelkova tree. The wooden plate is made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a front plate, spoon and chopsticks tray or a water towel. The chopsticks are characterised by 
combining Korean traditional square-shaped design and Japanese end-pointed one. The plate 
is finished with walnut oil and natural wax and the chopsticks is vanished with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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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 K-spoon & chopsticks 01, 02

925silver

한국의 식문화에서 쓰이는 은수저세트이다.

나의 부모님의 집에서는 30여년 동안 매일 

어머니께서 혼수로 마련해오신 은수저를 

사용하였다. 요즘에는 명절에만 은수저를 꺼내서 

쓰는데, 쓸 때 마다 새로 바꾼 스텐레스 수저를 

사용할 때에는 느낄 수 없는 따듯함이 수저를 

통해 전달된다. 팔각면을 가진 가느다란 젓가락이 

가볍게 손에서 구르는 손에 익은 느낌을 느끼거나, 

전체적으로 거뭇하게 변색되었지만 내가 매일 

사용하면서 만지는 손잡이 윗부분과 숟가락 머리의 

앞부분은 꽤 은빛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등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내가 사용한 

시간동안 변화된 수저의 모습을 인지하면서 따듯한 

감성을 느끼곤 한다. 스텐레스 수저처럼 오래도록 

새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사용하는 사람과 같이 변하는 것이 은수저의 

매력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래 사용하면서 손에 

익을 수 있는, 우리의 식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은수저를 만들고자 하였다.

 수저의 소재와 숟가락의 머리부분 형태 등은 

한식 수저의 전통적인 방식에 충실하려고 하였고, 

전체적인 형태면에서는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저의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숟가락과 젓가락의 선적인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는 단조기법을 사용하여 

숟가락의 손잡이 및 젓가락을 가늘면서도 견고하게 

제작하여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Soo hyun, Chou — K-spoon & chopsticks 01, 02

925silver

It is a set of silver cutlery used in Korean food culture.Silver cutlery had been used in my 
parents’ house, everyday, over 30 years,which my mother brought in as wedding dowry when 
she got married. Although they are only taken out for use during holidays these days, whenever 
I use them, I can feel the warmness through, not like through newly stainless steel cutlery.  
I feel the slender chopsticks with octagonal sides rolling lightly in my hand.They got changed 
into blackish colour. But when I see the upper part of the handle and the front part of the 
spoon head shining pretty silverly, I also feel the warmness through the changed shape of the 
spoon that I have used for a long time. As time goes by, unlike a stainless-steel spoon which 
seems new even over times, the silver cutlery changes like a person who uses and gets used 
to them. And this great charm leads me to make silver cutlery to be part of our lives again.
I tried to stick to Korean traditional way regarding the material of the spoon and  shape of 
the head part. I tried to emphasise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cutlery as much as to avoid 
ornamentality in regards to the form. In particular, while using a forging technique to tap metal 
with a hammer to reveal the lines of the spoon and chopsticks, I made the handles of spoons 
and chopsticks thin and sturdy for comforta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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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 금상감 은다식기 세트

금, 은, 동

이 작품은 ‘금상감 은다식기 세트’로서, 차를 

마실 때 쓰이는 다식기를 한국전통금속상감 

기법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세트 구성품은 

젓가락(2인용), 다식 접시(2인용), 다식 합 등이다. 

젓가락은 은과 동으로 제작하였고, 동 재질의 

손잡이 부분은 전통문양을 금실로 상감 후 

착색하였다. 손잡이가 달린 다식 합과 원형의 다식 

접시들은 은을 두드려 만들었고, 다식을 담아 

두었다 나누어 먹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였다. 

다식 접시에는 물가풍경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Yong woon, Kim — Gold-inlaid silverware setfor tea confectionery

Gold, silver, bronze

This work, ‘gold-inlaid silverware set for tea confectionary’ is decorated with a traditional 
korean metal-inlaid technique on the teaware. This set includes two sets of chopsticks, two 
dishes for two people, and a tea-chest. Chopsticks are made of silver and copper. The copper 
handles are coloured after k-traditional patterns were inner-carved and filled with gold-
threads. The tea chest with handles and the round tea trays are made by tapping silver. 
It can be used for storing and serving. Dishes for tea snacks are gold-inlai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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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희 — 21cm 匙箸  

은, 동, 황동

젓가락 다섯 개, 수저 한 개와 트레이를 제작 

하였다. 92.5% 은, 황동 젓가락과 절 상감  

수저와 젓가락을 제작하여 금속의 색상을 표현 

하였으며,수저와 젓가락을 넣어서 수납과 이동이 

가능 한 트레이를 제작하였다.

Yeun hee, Ryu — 21cm 匙箸  

Silver, bronze, gold-coated bronze 

I made four sets of chopsticks, a spoon, and a tray. I expressed the colour of metal through a 
92.5% silver, golden-brass chopsticks and a spoon and a set of chopsticks from marriage of 
metal. The tray can keep and carry the spoons and chopsticks.

유수혜 — 옻칠유기수저세트

유기, 천연옻칠, 나전

한국을 대표하는 금속공예와 옻칠공예를 접목한 

옻칠유기수저입니다. 단조로운 형태의 유기에 

나전과 옻칠을 이용하여 장식효과를 더하였으며, 

유기의 뛰어난 살균력과 옻칠의 항균력으로 안전한 

식사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Su hye, Yoo — Traditional korean brass spoon set

Ott(natural lacquer), yugi(korean traditional brass), mother of pearl

It is a lacquerware cutlery combining metal crafts and lacquer crafts that represent korea.
The decoration of mother of pearl and natural lacquer(otto) are added on the simplicity of 
yugiware(korean bronze-craft), pursuing safe cutlery with excellent germicidal function of yugi 
and antibacterial of lacquer.

25



김준용 — 샐러드볼과 젓가락

유리

꽃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샐러드 볼을 

제작하였고 그에 맞는 유리 젓가락을 여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게 곁들여 보았다.

Joon yong, Kim — Salad bowl & chopsticks

Glass

The Glass salad ball is motivated from a flower shape and the set of glass chopsticks has been 
matched for summ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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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정수 — 따뜻한 식탁

흑단(음핑고)

제각각 다른 특성과 색을 가진 나무

그 중에서도 절제, 엄격, 단순, 단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검정의 흑단은 외려 다양한 색을 

지닌 다른 목재와 잘 어우러짐과 동시에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텐젓가락이 식탁에서 

사라지고 흑단나무젓가락이 식탁을 차지했다.

손으로 만져지는 따뜻함 때문에~

Jeong soo, Kyeon — Warm-table

Black of Ebony

Among trees with different features and colours, black of ebony which makes us happen to 
think the words of moderation, strictness, simplicity, and disconnection, makes the balance 
with other coloured woods and shows off its unique presence at the same time. After stainless 
steel chopsticks disappeared from the table,the ebony-wooden chopsticks have occupied the 
table because of the warmth touched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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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  방짜유기 수저 1, 2, 3 

방짜유기 젓가락1, 2, 3, 4

유기

수저는 생존을 위한 기초 식도구 이자 우리와 

가장 익숙한 일상적 사물이다. 그러면서도 생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예가나 디자이너들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주는 미학적 오브제이기도 하다. 

나의 작업은 우리나라 전통 방짜 유기(구리78% 

주석22%)기법으로 제작 되어 진다.

자르고, 두드리고, 펴고 늘어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유기라는 금속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금속으로 

독이나 농약이 묻은 식자재를 구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전통유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정부의 

문화정책사업, 고급 한식에 유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유기의 과학적인 살균효과가 

알려지면서 고급식기로서의 유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장년층의 경우 과거 전통에 대한 

향수로, 젊은 세대에서는 혼수품과 같은 특별한 

의미로 유기를 찾고 있다. 

Jae hong, Jung —  Bangjja yugi spoon, Bangjja yugi chopsticks

Yugi(Korean traditional bronze)

Spoons and chopsticks are basic tools for survival and the most familiar daily objects to 
us, and they are also aesthetic objects that inspire crafters and designers pursuing everyday 
life’s beauty. My work has been created with Bangzza Yugi(copper 78% tin 22%) technique, 
traditional Korean organic copper-craft. Using the nature of metal-cutting, tapping, stretching, 
and elongating-, the shapes are being formed. The metal material called Yugi, which is unique 
Korean traditional brassware, known as harmless to human body, has an excellent function to 
notice whether food ingredient/materials include poison or pesticide. Recently, this traditional 
organic brassware Yugi’s demand is going up with increasing incomes, followed by the natural 
discovery in high-quality Korean food serving and the interest of the public. The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function known as disinfection help this trend as well. The Elderly are 
looking for Yugiware as nostalgia for the past, and young generations are looking for special 
events such as wedding g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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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희 — 사랑 젓가락

물푸레나무, 옻칠, 은, 금도금

물푸레나무 위에 옻칠을 올린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의 짝을 찾기 쉽도록 상단의 캡 부분에 

체인을 달아 연결하였습니다. 

Sang hee, Yun — LOVE red chopsticks

Ash tree, natural lacquer, silver, gold-coated 

These are chopsticks coat-painted with natural lacquer on the ash tree. They are connected 
with chains on the top capto find the other pair of chopsticks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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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하 — 

상감젓가락받침세트

Young ha, Kong —

Inlaid wooden chopsticks & rest set

문주혜 — 

안기기, 안아주기

Ju hye, Mun — 

Love hug chopsticks & rest set

조현재 — 

옻칠젓가락, 하회탈젓가락홀더

Hyeon jae, Jo — 

Hahoe mask holder & ottchil chopsticks

박혜인 — 

나비홀더와 옻칠젓가락

Hye in, Park — 

Butterfly holder & ottchil chopsticks

고아름 — 

꽃신 젓가락

A reum, Go —

Kkotsin chopsticks & rest set

정혁진 — 

널뛰기 젓가락 세트

Hyeok jin, Jung — 

Neolttwigi chopsticks & rest set

김윤주 — 

연

Yun ju, Kim — 

Kite chopsticks & rest set

천즈신 — 

용젓가락 세트

Zi xin, Chen — 

Dragon chopsticks & rest set

이효진 — 

Ocean

Hyo jin, Lee —

Ocean

김다희 — 

기원

Da hee, Kim — 

Hope rest

김지수 — 

수묵화

Ji su, Kim — 

Korean ink-and-wash painting chopsticks & rest set 

김채윤 — 

수묵화

Chae yoon, Kim — 

Korean ink-and-wash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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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인 — 

나비홀더와 옻칠젓가락

Hye in, Park — 

Butterfly holder & ottchil chopsticks

우초이 — 

보름달 식사

Cho yi, Woo  — 

Full moon & cloud ottchil chopsticks & rest set

정승원 — 

블링블링

Seung won, Jung  — 

Bling bling ottchil chopsticks

조수아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 젓가락 세트

Su a, Jo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hopsticks set

천즈신 — 

용젓가락 세트

Zi xin, Chen — 

Dragon chopsticks & rest set

이정현 — 

Bubble

Jung hynn, Lee — 

Bubble

기현정 — 

Clear Chopsticks & rest Set 

Hyun jung, Ki — 

Clear chopsticks & rest set 

조선옥 — 

Flowers

Sun ok, Cho — 

Flowers

김채윤 — 

수묵화

Chae yoon, Kim — 

Korean ink-and-wash painting

정수빈 — 

수복

Su bin, Jeong — 

Peace and luck chopsticks rest

왕수수 — 
原(원)

Su su, Wang — 

Hoping

강민주 — 

이제염오 )

Min ju, Kang — 

Korean roof chopsticks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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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에몽 —  일본만유도 세트  

47도도부현 젓가락

모두가 자랑하는 명소나 명물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나 진귀한 물품까지 상자에 가득 

채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좋고 모르는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은, 무심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선물 “KOMIYAGE” 

입니다

효자에몽 —   특제 오동나무상자 선물세트 

(젓가락+젓가락받침 +이야기)  

사연을 보내는 특제 오동나무상자 세트

상자 속에 담긴 이야기를 보내는 선물세트

Hyozaemon — Japan Manyudo set47 prefectures chopsticks

We fill the attractions and specialities articles which most of the people know in the box. 
This is a present called KOMIYAGE which brings up the mind of talking to friends about 
longing for our hometowns or thinking of strange areas. 

Hyozaemon —  Special royal foxglove tree wood box gift set 
(chopsticks+chopsticks holder+story)

Specially made royal foxglove tree box sending stories. Gift set sending the stories which the 
inside of the box re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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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에몽 —  캇토바시 12구단 세트

야구배트를 깎아서 만든 젓가락

Hyozaemon — Kattobashi 12 team set

Chopsticks made from baseball bats, they have the logo or mascot of the teams engr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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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젓가락문화촉진협회 —  토루풍경

Shanghai Chopsticks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 Tulou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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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젓가락문화촉진협회 — 옥석쾌

상하이젓가락문화촉진협회 —  봉황우( )

Shanghai Chopsticks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 Phoenix( )

Shanghai Chopsticks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 Jade chop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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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젓가락문화촉진협회 —  천연도료 

옻칠젓가락

Shanghai Chopsticks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 Natural lacquered chop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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