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관람안내

전시를 열며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2월 29일 ~ 다음해 1월 2일

•입장료

무료

the special exhibition Eurasian Currency Tour by Train

•편의시설

유모차 / 휠체어 / 물품보관함(무료)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Eurasian nations through

•단체예약

화폐박물관 홈페이지 〉 이용안내 〉 단체관람신청

their currencies. The exhibition particularly focuses on

•오시는 길

currencies of Central Eurasia that might be unfamiliar to

지하철

Bank of Korea Money Museum is pleased to present

The exhibition consists of three main themes: (1) “Traveling

1,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Koreans despite the close historical and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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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020년 화폐기획전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버스

남대문시장, 롯데영플라자 정류장 하차
※ 주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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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Eurasia” that examines the culture and history
of Central Eurasian countries; (2) “Probing the Economy
of Eurasia,” which introduces monetary reforms during
times of political and economic turbulence and recent
economic growth; and (3) “Experiencing Eurasian Cultural
Tradition” where audiences can glimpse the lives of Eurasian
people.

2층 기획전시실 위치
모형
금고

세계의 화폐

체험
학습실

한은
갤러리
기획
전시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02)759-4881, 4882

http://www.museum.bok.or.kr

Eurasian Currency Tour by Train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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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꿈을 담아 「열차타고 떠나는 유라시아 화폐여행」展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의 깊은 역사·경제적 관계에도 불구
하고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낯선 지역인 중앙유라시아의 문화를
화폐를 통해 조명합니다.
이 전시는 3가지 테마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중앙유라시아에서 꽃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역사기행으로,
이 여정은 그들의 흔적을 찾아 한반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일어난 화폐개혁과 최근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탐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통체험의 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가 유라시아의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테

마1

유라시아 역사기행

테

마2

유라시아 경제탐방

테

마3

유라시아 전통체험

테마1

유라시아 역사기행

테마2

유라시아 경제탐방

테마3

유라시아 전통체험

북방 유목민족, 세계사를 장식하다

이슬람, 유목민족의 영혼에 스며들다

화폐에서 변화를 보다

초원의 삶은 계속되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는 초원을 기반으로 한 유목민과 사막의 오아

탈라스 전투(751년)에서 아랍세력이 중국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변화의 바람은 초원의 삶에도 불어오고 있습

시스를 기반으로 한 정주민의 대립과 교류의 긴밀한 관계 속에

거두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러시아의 루블화를 대체하기 위해 화폐단위 및 도안

니다. 그러나 초원에서는 오랜 시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전개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곳의 주인공은 뛰어난 기마력을

이슬람 문화가 꽃을 피우며 이 지역에서도 철학, 문학, 과학 등 다양

등에 자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였습

구축해 온 고유의 유목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가진 유목민이었습니다. 흉노, 돌궐, 몽골 등의 북방 유목민족은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배출되었고 뛰어난 건축물이 많

니다. 이후 중앙아시아 및 주변의 일부 국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전통문화는 그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동서양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중앙유라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겪으면서 액면가를 낮춘 새로운 화폐를 또다시 발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몽골제국은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해당

믿고 있지만, 신앙 형태는 역사·정치적 상황에 의해 지역마다 다르

하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하며 동서양의 문물교류에 크게

게 나타납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기여하였습니다.

연관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보다 개방적인

천리마 아할 테케(Akhal Teke)
투르크메니스탄 50Manat 2005

독립기념탑
투르크메니스탄 10,000Manat 2005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유목민들의 토착신앙과 전통에 관용적인 이
슬람 수피즘이 이 지역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萬里長城)
중국 1Yuan 1980

게르를 이동하는 옛 모습
몽골 1,000Tugrik 2011

독립 후 발행한 새로운 화폐 ‘솜’
키르기스스탄 1Som 1993

레기스탄(Registan) 광장의 마드라사(Madrasah)
우즈베키스탄 50Som 1994
칭기즈 칸
(Genghis Khan, 재위 1206~1227)
몽골 20,000Tugrik 2013

이븐 시나(Ibn Sina, 980~1037)
타지키스탄 20Somoni 1999

아미르 티무르
(Amir Timur, 재위 1370~1405)
우즈베키스탄 500Som 1999
아흐메드 야사위
(Ahmed Yasawi, 1093~1166)의 영묘
카자흐스탄 500Tenge 1999

마나스치 사약바이 카랄라에프
(Sayakbay Karalaev, 1894~1971)
키르기스스탄 500Som 2005

새로운 화폐단위의 유래가 된
이스마일 소모니(Ismoil Somoni, 849~907)
타지키스탄 100Somoni 2017

중앙유라시아에서 미래를 발견하다

모자에 자연과 전통을 담다

큰 잠재력을 가진 중앙유라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화폐 속 인물들은 그 나라의 전통 의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

나라들이 정치·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니다. 중앙유라시아에서 모자는 험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거쳐 유럽까지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연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일대

보호함과 동시에 지위나 혼인 여부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기능을

일로(一帶一路)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카자흐스탄의 신경제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앙유라시아에서는 특별한 날뿐만

정책인 ‘누를리 졸(Nurly Zhol)’,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등이 그

아니라 학교나 직장 등 일상에서도 전통모자를 착용한 남녀노소의

예입니다.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방민족의 흔적을 찾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북방의 유목민족은 국경을 마주하며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군사적 대립과 협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실크로드를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
오천원화 1978

통해 초원의 문물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과 정치적 간섭으로 시련을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Rusky) 대교
러시아 2,000Rubles 2017

엘레체크(Elechek)를 쓴 쿠르만잔-다트카
(Kurmanjan-Datka, 1811~1907)
키르기스스탄 50Som 2002

겪었으나 이 과정에서 양국의 문물과 풍습이 서로 교류되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 중심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
습니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한민족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군 기념주화
카자흐스탄 100Tenge 2016

중국 고속철도 기념주화
중국 10 Yuan 2018

말가이(Malgai)를 쓴 담딘 수흐바타르
(Damdinii Sükhbaatar, 1893~1923)
몽골 20 Tugrik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