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품다
화폐 속 문화유산

화폐 속에 숨어있는 멋진 자연 풍경과
소중한 문화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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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로 떠나는 탐험!
세계 화폐 속 도안에는 그 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전통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화폐 속 도안을 통해 각 나라를 탐험해볼까요?

• 니카라과인들은 춤 축제인

로 풍요를 빌었습니다.

• 아랍권의 전통 악기인

는 유럽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 서양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네덜란드의 상징인

는 원래 간척지 물을 빼는 배수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ox로 풀어 보세요!
• 최초의 산악철도인 제메링 철도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까지 연결
되어 있습니다.

(

)

• 이누이트 족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등에 사는 민족입니다. (

)

세계 곳곳에는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화폐 속
도안에 담겨있답니다! 우리 함께 어떤 건축물들이 화폐 속에 담겼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덴마크 국왕이 만들었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무대인
엘시노어 성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성에서는 지금도 햄릿

연극이 상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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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 보세요
화폐에는 성이나 궁, 종교 시설, 요새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 이름과 화폐 도안을 연결해 보세요.

•

•

•

•
만리장성

•
릴라 수도원

•
크로메르시지성

화폐 도안 속 건축물을 스티커로 붙여 보세요
화폐 도안 속 메이단 에맘은 17세기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샤 압바스 1세가 건물을 연결해
만든 거대한 왕궁의 광장입니다.

스티커

이란, 20,000 Rials

지구에는 다양한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화폐 도안 안에 멋진 자연을
담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볼까요?

자, 맞춰 보세요!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위치한 이 폭포는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천둥치는 연기’라는
의미로 부른 이름과 이 폭포를 발견한 영국인이 당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붙여 만든 이름이 있습니다. 198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 폭포의 이름 2개를 맞춰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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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문화유산이라고?

화려한 궁과 경건한 종교 건축물, 그리고 장엄한 국회의사당. 이 모든 것은 도시 안에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도시 전체 혹은 도시 일부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도시 속 문화유산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오염 등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도시 속 문화유산들을 만나볼까요?

신비의 나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가볼까요?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 파라오에 오른 투탄카톤은 사제들에 의해
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사망한 그의 무덤이
1922년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함께 세상에 알려졌고 그의 황금가면이
화폐 도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티커

알리파이 모스크 이집트, 10 Pounds, 2003

투탕카멘 이집트, 100 Pounds, 1978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보죠!
도나우 강이 흐르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1987년 ‘도나우 강 연안과 부다 성(城), 언드라시 거리’의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답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의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부다페스트를
만나 볼까요?

스티커

도나우 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헝가리, 500 Forint, 1990

스티커

국회의사당 헝가리, 500 Forin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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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피렌체!
‘꽃 피는 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는 ‘피렌체 역사지구’는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피렌체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요?

스티커

산타크로체 성당 이탈리아, 50,000 Lire, 1967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703년 표트르 1세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를 건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문화의 통로이자 볼셰비키 혁명까지
경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99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지구와 관련 기념물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스티커

페트로파블로프스크요새와 해전기념비 러시아, 50 Rubl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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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켜야 할 선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전쟁, 무분별한 개발, 무관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심
으로 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희귀동물들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손으로 사라지게 만든 문화유산과 동물들을 화폐 도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해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사라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입니다. 화폐 도안과 문화유산을 연결해 보세요.

시리아, 1 Pound, 1977

예멘, 50 Rial, 1994

시리아, 5 Pounds, 1963

•

•

•

•
다마스쿠스 우마야드 모스크

•
시밤 옛 성곽도시

•
알레포 성채

스티커로 화폐 속 문화유산과 동물들을 되살려 주세요!
이미 사라져 버린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이제는 화폐 속에만 존재하게 된 문화유산과 동물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소중히 생각해 보아요.

스티커

모술박물관 이라크, 500 Dinars, 2013

스티커

오카피 콩고민주공화국,50 Centim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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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 속 우리 문화재
우리 화폐 속에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화폐 도안 속 우리 문화유산들을 만나 볼까요?

화폐 도안과 문화재를 연결해 보세요

다 백원권, 1965

신 십환권 (황색지), 1953

가 십원화, 1966

•

•

•

•
사적 제280호 한국은행 본관
(현 화폐박물관)

•
국보 제1호 숭례문

•
국보 제20호 다보탑

맞춰 보세요 - 최초의 백원권 도안은 무엇일까요?
① 광화문
② 숭례문
③ 동대문
백원권, 1950

ox로 풀어 보세요!
(
• 다 백원권에 있는 도안은 경복궁이다. (
• 가 백원권에 있는 도안은 독립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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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로 화폐 도안을 완성해 보세요

스티커

스티커

마 오천원권, 2006

다 천원권, 2007

스티커

바 만원권, 2007

스티커

오만원권, 2009

맞춰 보세요
북한의 화폐에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 속 문화유산을 만나 볼까요?

북한의 국보 4호는 평양성
입니다.
북한, 10원, 1959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기념화폐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만나볼까요?

의 신주를 모신
종묘는 조선시대의 과
사당으로 ‘종묘제례’라는 절차의 의미까지 더해져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종묘, 30,000원화, 2010

우리나라는 13개의 세계유산, 19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6개의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도록 해요.

※ 본 체험학습지의 저작권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있으며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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