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의 땅 아프리카, 화폐로 만나다Ⅱ
어린이용 체험학습지

이 안내서는 아프리카의 여행지를
테마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테마여행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날짜:
※ 본 체험학습지의 저작권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있으며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화폐와 함께하는 아프리카여행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에 호기심이 있는 탐험가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아요.

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

역사 속 위대한 왕국을 만나볼까요?

령입니다. 그는 남아공의 심각한 인종차별에 강하게 저항하다가 27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문명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뛰어난 건축물을 많이 남겼

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흑인의 인권과 남아

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의 한명인

공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2세는 누비아의 바위산을

깎아 거대한 아부심벨 신전을 만들었답니다.

남아공 50랜드 2014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이 현대 예술에 영향을 주었다고요?
만델라 대통령이 18년간 복역한 로빈섬의 감옥

아프리카의 전통문화는 세계의 현대미술•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습
니다. 특히 조상 숭배, 다산과 승리 기원 등을 위해 만든 나무 가면
과 조각품은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아비뇽의 처녀들>로 유명한

콩고민주공화국 50프랑
2000

와 같은 현대미술 거장들에게 영감을 주었습
니다. 이런 나무 조각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주로 서아
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폐 속 인물이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티커

중앙아프리카연합 500프랑 1985
아프리카의 가면축제

이집트 100파운드 2005

이집트 1파운드 1978

이집트 50피아스트르 1985

서아프리카에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한 말리왕국이 있
었습니다. 말리왕국의 수도

에는 많은 학자와 건축가

들이 모여 뛰어난 이슬람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곳의 상코레사원

말리 50프랑 1967

과 징가레이버사원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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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함께하는 아프리카여행

추천대상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과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며 힐링하고 싶은 자연애호가

아프리카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생태
계를 가지고 있어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

대자연과 마주하고 싶다면?

카의 신성한 나무라고 불리는

알제리, 리비아 등에 걸쳐 있는

나무와 이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
2,000아리아리 2003

주로 서식하는 여우원숭이 등이 유명합니다.

사막은 세계에서 가

장 큰 사막입니다. 모래와 자갈로 덮힌 광활한 지역에는 풍부한 지하
에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도 하지요.

마다가스카르
1,000아리아리 2004

알제리 1,000디나르 1995

남아있는 동굴벽화를 보면 이곳이 먼 옛날에는 동물들이 뛰노는 초
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

아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에 걸쳐 있습니다.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큰 폭포소리가 들리며 장엄한 대자연

•

•

잠비아 100콰차 1992
르완다 100프랑 1982

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살며 드넓은 곳을
달리기 좋아하는 얼룩말

건조한 자갈과 모래로 덮혀있어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요.

아프리카의 신비한 동식물을 만나 보아요.

•

탄자니아와 케냐에 펼쳐져 있는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초원에는 사자, 기린, 얼룩말 등 다

•

양한 동물들이 생태계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동물이 주인공인 화폐는 어떤 것들이

코모로 10,000프랑 2006

있을까요?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랑일랑
동물들의 낙원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스티커

스티커

탄자니아 500실링 2003

탄자니아 5,000실링 1995

스티커

콩고민주공화국 20프랑 1997

스티커

•

•
모로코 100디르함 2013

인도양의 섬나라들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섬들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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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속에 영양분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지 않을 수 있는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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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함께하는 아프리카여행

잠재력있는 아프리카 대륙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은 미래의 경제전문가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현장 속으로!
여러 나라가 한가지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단일화폐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 탐험

는 유럽의 ‘유로’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아프리카

거대한 땅덩어리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아프리카 대륙은 각종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각종 지하자원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커피와
차, 면화 등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폐 도안에는 어떤 자원의 모습이 담겨
있나요? 해당 자원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는 유로보다 앞서서 단일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
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4개 나라가 이용하는
‘

’이지요. 이들 국가들은 현재

단일통화 사용을 넘어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 통합을
세파프랑을 사용하는 나라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20풀라 2009

우간다 5실링 1982

케냐 200실링 2009

10,000프랑 2003

세네갈
말리
베냉
가봉

10,000프랑 2003

기니비사우
니제르
토고
코트디부아르

차드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적도기니 콩고

짐바브웨 100조달러 2009

이 지폐는 ‘0’의 개수가 무려

개인 100조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달걀 3개 정도였죠.
이런 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짐바브웨에 심각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
이 발생했

해 2001년

(African Union)

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나라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을 창설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수

되지요. 한국은행과 같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도 아디스아바바에 있지요. 소속 국가들은 현재 아프리카의

고 있답니다.

정치적 연대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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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스티커로 사바나 초원을 꾸며 보세요.

스페셜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