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지금 우리의 문화유산
1.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우리 화폐 속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담겨 있다. 광복 후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화폐에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도안에 담는 것이었다. 처음 독립문이 도안으로
사용된 이후 한국은행 건물과 거북선 등이 화폐 도안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우리 문화유산이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함께
화폐 속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오래된 미래의 참된 의미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백원권, 1950

국보 제 1호 숭례문
신 십환권, 1953

국보 제31호 첨성대
나 십원권, 1962

이황, 투호
나 천원권, 1983

북한의 문화유산

이이, 오죽헌
마 오천원권, 2006

월매도, 풍죽도
오만원권, 2009

평양성 대동문
10원권, 1959

금강산
5원권, 1979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기념주화

종묘
30,000원화, 2010

석굴암과 불국사
50,000원화, 2012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해인사 장경판전
50,000원화,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30,000원화, 2015

2019. 01. 03-10. 27

2F 위치도

12월 29일 ~ 다음해 1월 2일

입장료
편의시설
전시 설명
대표전화

무료

세계의 화폐실

유모차/휠체어/물품보관함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이용안내▶단체관람신청
02)759-4881,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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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풍경, 역사가 되다
풍경이 역사가 된다. 그 역사는 다양하게 기억되고 기록되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화

폐는 오랜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쌓여 있는 최고의 역사적
상징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화폐에 사람, 일상, 자연,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역사적 풍경들은 화폐에도 어김없이 담기게 된다. 일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상의 모습과 생활의 터전인 대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건축물이 화폐 속에 담겨 삶의
풍경을 증명하고 있다.

문화유산 등을 새겨 그들의 정체성은 물론 화폐의 가치와 권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은 인류가 빚어낸 시간의 축적물로 많은 화폐에도 그려져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기록함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현재와 다음 세대에

우드
모로코, 10 Dirhams, 1987

릴라 수도원
불가리아, 1 Lev, 1999

수오멘린나 요새
핀란드, 1,000 Markkas, 1986

에베레스트 산
네팔, 500 Rupees, 2016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의 도시, 공간을 모으다
화폐와 문화유산은 영속성이 강한 대표적 산물이지만 쓰임에 따라 쉽게 없어

도시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인구가 모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는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공간이 새롭게 창조되고 도시

지게 되는 비영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닮은 화폐와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미래를 품다, 화폐 속 문화유산」 展을 통해 풀어본다. 미래 화폐와

안에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카이로, 중세와 근대 유럽을 이끈 피렌체와
부다페스트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연결점이 되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도시 모습을 화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오래된 미래로서 화폐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집트 알리파이 모스크
10 Pounds, 2003

헝가리 국회의사당
헝가리, 500 Forint, 2006

단테의 옆 모습
이탈리아, 10,000 Lire, 1948

표트르 대제p기념비
러시아, 500 Rubles, 1997

지워지는 공간, 역사가 사라지다
인류 역사의 축적물인 문화유산은 사라지기도 한다. 그것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쟁의 열매로
파괴되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다 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훼손과 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방치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험에 빠진 화폐 속 문화유산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원형, 동물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탐욕의 굴레를 벗지 않는 한 인류의 유산은 보존
되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다.

기사의 성채와 살라딘 요새
시리아, 25 Pound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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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옛 시가지
예멘,100 Rial, 1993

오카피
콩고민주공화국, 50 Centime, 1997

모술 박물관
이라크, 500 Dina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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