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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아프리카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지역별 특성을 주제 및 소재 면에서 밝히고, 그 지리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자료는 아프리카 56개국의 현행권 최신 시리즈(2020년) 259종이었다. 분석 결과,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

피는 주제와 부제의 조합 면에서 지역별로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곧, 북부 지역에서는 종교와 역사, 서부 지역에서는 

인물과 산업, 중부를 비롯한 동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인물과 자연, 그리고 도서 지역에서는 자연과 자연의 조합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인물 주제를 제외한다면 북서(모로코)-남동(마다가스카르) 방향으로 전통-산업-자연 주제를 강조하는 공간적 변화 패턴

을 보였다.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는 실로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였는데, 전체 지폐 중 자연 관련 소재의 등장 빈도가 

높았고(75.3%), 특히 절반 이상의(51.4%) 지폐에 동물 소재가 등장하는 공통점도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도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있어, 북부 지역에서는 사원과 유물유적, 서부를 비롯한 동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정치인과 동물, 중부 지역에서는 민속공

예와 정치인, 도서 지역에서는 동물과 지도를 소재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주제와 

소재 면에서 지역별로 다채롭지만, 대략 북부 지역일수록 인문화, 동남부 지역일수록 자연화의 경향이 뚜렷한 공간적 패턴이 나타

났다. 이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 상황, 그리고 자연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세계의 다양성, 

인간-자연 관계의 현대적 이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 등의 측면에서 가치 있는 지리교육적 함의를 지닐 것이다.

주요어: 아프리카,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지역별 특성, 자연 및 동물

Abstract: This aticle is to elucid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frican banknote iconographies in terms of 

subject matter and material, and its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education. The research data included 259 current 

banknotes(2020) in 56 African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rican banknote iconographies showed a 

relatively distinct regional difference in terms of combination of subject and subtitle; religion and history in the north, 

figure and industry in the west, and figure and nature in the east and south, including the middle, and nature and nature 

in the islands. African banknote iconographies really featured a variety of materials. Among them, nature-related 

materials appeared frequently(75.3%) and animal materials appeared especially on more than half(51.4%) 

banknotes. However, there were relatively obvious differences among regions; mosques and relics in the north, and 

politicians and animals in the east and south, including the west, folk crafts and politicians in the central,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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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은행권은 국가정체성의 시각적 천명(visual statement)

으로서(Hymans and Fu, 2017), 국가가 나타내고 내세우

고 싶은 가치체계를 형상과 색채 등으로 시각화한 자국 

문화 및 철학의 총화이다(김종희, 2006). 이는 달리 말하

면 은행권을 통하여 한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남세현 ‧김맹호, 2019).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권(이하 지폐)에 대

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지리학적 접근

을 취한 해외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Hymans가 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지폐에 대한 다수의 

정치지리학적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19세기 이래 

유럽의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초상을 바탕으로 지폐 아

이코노그래피(banknote iconography)의 공간적 유사성과 

시간적 차별성을 밝힌 연구(Hymans, 2004), 일본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 내용의 국제적 

패턴을 구명한 연구(Hymans, 2005), 동서유럽 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변천의 유사성을 찾아낸 연구(Hymans, 

2010), 그리고 대만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 국제규범의 확산을 탐색한 연구(Hymans and Fu, 

2017) 등이 그것이다.

국내의 경우로는 조형학 분야에서 한국 근대 이후 지

폐를 중심으로 은행권 디자인 조형 요소의 시각적 상징 

운용을 밝힌 연구(김서경, 2009), 보안성 향상을 위한 은

행권 디자인을 탐색한 연구(남세현 ‧김맹호, 2019) 등이 

있고, 디자인학 분야에서 화폐 예술의 이미지와 상징을 

구명한 연구(김서영, 2004), 세계 11개국 사례 비교를 중

심으로 문화적 상징기호로서의 지폐 디자인의 특성을 

밝힌 연구(정현원, 2005), 국가 상징 문화 콘텐츠로서의 

한국은행권 디자인을 탐색한 연구(김종희, 2006), 19개국

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지폐 디자인의 세대 분류 및 

현대 지폐 디자인 표현 특성을 구명한 연구(이병학, 

2013), 그리고 지역 연구 분야에서 유로와 유럽의 사례

를 통한 화폐와 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조홍

식, 2010) 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주로 조형학과 디자인학 분야에

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리학이나 지리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재한다. 이는 지역 연구와 

인간-자연 관계 연구에 대한 오랜 전통을 지닌 지리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계의 지역적 다양성과 함께 인간 활

동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주축으로 삼고 

있는 지리교육학 분야에서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폐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여러 연구가 인물

(human figures) 도안, 혹은 디자인 특성 등 특정 주제에 

치우침으로써 지역적 분석이나 지폐의 전·후면 전체 주

제 및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

그래피가 지니는 특성을 구명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먼저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를 대상으로 각 하위 지역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가 지니는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 

그 지리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의 지

폐를 먼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인문 및 자연환

경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지역별로 뚜렷하여 그것이 지

폐 아이코노그래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

기에 유리할 것이라 점,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하여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리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연구 자료는 아프리카 56개국의 현행권(2020년 

10월 현재) 중 최신 시리즈 259종이다. 자료는 2020년 5

월부터 8월까지 거의 3개월에 걸쳐, 아프리카 각국의 중

앙은행(Central Bank)을 비롯하여, Wikipedia, Ebay, 

Banknotes, Librewiki, Coinupdate, 화폐박물관, 시나브로

의 세계화폐, 기타 등등 등 국내외 다수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로부터 수집되었다.

material, but there is a spatial pattern that shows a distinct trend of humanization in the northern region and 

naturalization in the southeastern region. 

Key words: Africa, banknote iconography, regional characteristics, nature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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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디자인은 소재, 문양, 색채, 크기, 위 ‧변조 방지 

요소, 액면가, 서명, 기타 등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지

만(김서영, 2004; 임채숙 ‧임양택, 2006; 남세현 ‧김맹호, 

2019),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소재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 및 양적 분석을, 연구 도구로

서 단순 기술 통계를 동원하였으며, 분석과 통계는 위폐

방지 요소나 워터마크 등의 기하학적 문양, 문장(紋章) 

등을 제외한 각국 지폐의 전면(obvers)과 후면(reverse)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틀은 먼저 지폐 전면의 주제와 후면의 부제 

간 조합 유형에 따른 빈도 분석인데, 주제와 부제는 지

폐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를 조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교, 역사, 전통, 산업, 인물, 건축, 자연, 지도

(map)의 8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지폐의 소재는 사원, 성

당, 유물, 유적, 민속, 공예, 농·임·목·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 통신, 에너지, 보건, 의료, 교육, 정치인, 전문 

관료, 예술가, 일반인, 공공기관, 조형물, 기념비, 동물, 

식물, 지형, 풍경, 국립공원, 일반도, 분포도, 윤곽도, 기

타 등등 다양하였다. 이어 여러 소재에 대한 빈도 분석

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모든 국가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 대

한 국내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 아프리카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지역별 

특성 분석

1.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역구분이 가능할 것

이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지역

구분을 원용하면서도(UNSD, 2020), 위치 및 장소적 특

성,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북, 서, 

중부, 동, 남, 그리고 도서 아프리카의 6개 지역으로 구

분하였다. 이에 따라 UNSD에서는 북아프리카로 분류되

는 수단을 동아프리카로, 대륙부 이외의 모든 도서 국가

들은 도서(島嶼) 아프리카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북아프리카 지역 5개국 31종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

그래피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폐 앞면 주제와 뒷면 

부제의 조합 면에서 모두 12개의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

는 가운데 이집트의 지폐에서 전형적인 종교+역사 조합

(그림 1)이 10종(32.3%)으로 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 역

사+역사 6종(19.4%), 인물+역사 4종(12.9%)이 상위 순위

를 차지한다. 따라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폐에서는 전

반적으로 종교, 역사, 전통이 주요 주제로 강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재 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북아프리카 5개국 

모두의 지폐에는 모스크, 코란 학교, 기하무늬 등 이슬

람적 문화 요소가 한 가지 이상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곧, 40종의 지폐 중 16종(40%)에 이슬람의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 지역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의 이슬람적 정체성이 확인된다. 게다가 모든 국가

의 지폐에서 암각화, 신전, 부조, 도자기, 전통 가옥, 전

사, 함선, 베틀, 주전자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 ‧유적, 민

속 ‧공예가 무려 32종(80%)의 지폐에 도안되어 있다. 이

는 전통적 가치가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인물초상 소재에서 발견된

다. 북아프리카 서단에 위치한 모로코의 지폐에서는 국

왕이 등장하지만, 동단에 자리잡은 이집트의 지폐에서

는 인물초상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국 사이에 

위치한 튀니지에서는 정치인, 전문인 및 예술인, 리비아

에서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이 일부 지폐에 등장한다. 이

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슬람의 계율에 비추어 흥미롭

다. 곧, 이슬람 원리주의에 충실한 듯 모스크를 전면에 

부각한 이집트, 세속주의적인 전통 권력가를 전면에 내

세운 모로코, 그 중간의 여러 계층의 인물군이 등장하는 

국가 등 대체로 메카에서 멀어질수록 원리주의보다는 

세속화와 정치권력의 권위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

간적 패턴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및 사회

적 과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이 지역에서 자연환경이나 경관, 혹은 산업 활

동이나 경관이 지폐 이미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적은 편

이다. 그렇더라도 폭포, 바위, 물소, 대추야자를 비롯하

여 아르간, 올리브, 무화과 등 지중해성 수목작물이 도

안되어 있어 미약하나마 자연환경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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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북아프리카에서도 

모코로, 알제리, 튀니지처럼 유럽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지폐에서는 풍력발전, 인공위성, 과학 소품, 시가

지, 시위대 등이 지폐 이미지로 활용된다는 점, 특히 튀

니지의 경우 여성이 등장하는 점(그림 2) 등은 이 지역

에서 현대화 및 서구적 가치 지향의 조류가 읽히는 대

표 1.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전면(obverse) 후면(reverse)

모로코

(dirham)

20

모하메드 6세 국왕

하센 2세 모스크와 카사블랑카 시내 건물; 

부레그레그강의 하산 2세 다리 통과 열차 

50 아르간 나무와 열매‧도기‧새; 오조드 폭포

100
낙타 탄 베르베르족 3명; 사라위족 텐트; 풍력 

발전기

200 탕헤르의 스파르텔곶 등대와 대추야자; 탕헤르 항

알제리

(dinar)

100 엘하라크 전투(1775)의 돌격 전사들 범선; 돌격 기병 전사들

200 전통 코란 학교의 코란 학습 사제; 필통 그랜드 모스크; 올리브와 무화과 가지; 이슬람 문양 

500구 로마군에 맞서는 누미디아 코끼리 부대
티파자의 고대 왕 무덤; 하맘데바그의 온천 폭포; 

코끼리 부대

500신 알콤샛 1호 위성과 알제리 중심 지구본 알제리 윤곽 지도; 다리; 위성안테나

1000구 타실리나제르의 선사 암벽화; 물소 호가르 산의 사암 바위; 타실리의 선사 영양 암각화

1000신 그랜드 모스크 전통 베틀; 전통 주전자

2000 대학 강의실; 과학 실험실; DNA 모형; 인공위성 밀 이삭; 야자수; 수면; 아파트; 올리브 나무

튀니지

(dinar)

5 하니발; 카르타고항 원경 카르타고 해군 함선

10(구) 에체비 시인 메데사 바치아 코란 학교의 아치

10(신) 셰이크 튀니지 첫 여성 의사 베르베르족 전통 도자기와 보석

20(구) 툰시 총리; 타타위네의 곡물창고 유적 사디키 대학 

20(신) 하체드 독립운동가 엘젬의 로마 시대 원형경기장 유적

50 라쉬크 시인; 화폐박물관 카스바의 정부 청사와 광장

리비아

(dinar)

1 반 가다피 시위 시민들 비둘기; 국기

5 트리폴리의 오토만 시계탑 유적 키레네의 제우스 신전 유적

10 무크타르 독립운동가 무크타르가 이끄는 기병 전사들

20 아우질라의 아티크 모스크 유적 가다메스의 전통학교 유적

50 세데크리비치의 이탈리아 등대 유적 타드라르트 아카쿠스의 스톤아치(암각화 유적)

이집트

(piaster 및 pound)

25(pi) 사에다 아예샤 모스크 살라딘 독수리 문장과 농작물(보리·옥수수 등)

50(pi) 아쟈르 모스크 람세스 2세 조각상; 신전 벽면 부조

1 카이트베이 모스크 아부심벨 대신전

5 이븐 툴룬 모스크 하피신 부조

10 알리파이 모스크 파라오 조각상

20 무함메드 알리 모스크 신전 기둥 부조; 이륜 전차 탄 파라오

50 알 이샤키 모스크 에두푸 신전; 이시스 여신 배; 태양신 라

100 술탄 하산 모스크 스핑크스

200 콰니베이 모스크 제5왕조 시대 서기관 상; 상형 문자

* 국가명은 알파벳 순 대신에 공간적 인식의 편의를 위해 위치상 서→동, 북→남의 순서로 제시됨. 

** 지폐 면의 도안 중 중앙/맨 앞(혹은 가장 큰 크기); 좌측(혹은 두 번째 크기); 우측 배치 순서이며, ‘~과(와)’는 소재가 서로 연관

된 관계를, ‘‧’은 독립적인 병렬 관계를 나타냄. 그리고 ‘(    )’는 상세 혹은 저자의 부가 설명임. 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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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다(그림 3). 이처럼 북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는 종교, 역사, 전통 등 과거 유산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도 과학, 재생 에너지, 양성평등의 

소재도 등장하는 것에서 현대화와 서구화를 지향하는 

변화도 확인된다.

2. 서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서아프리카 지역 소재 15개국 49종 지폐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지역의 통화 단위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7개국은 1945

년부터, 기니비사우는 1997년부터 ‘서아프리카 세파프랑

(CFA franc)’을 채택하여 단일 통화권을 형성해왔다. 이

들 국가는 2019년 12월에 식민지 유산의 청산을 명분으

로 기존의 세파프랑을 새로운 통화 단위인 ‘에코(Eco)’

화로 대체한다는 계획의 발표가 있었다(Reuters, 2019). 

‘에코’는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약어로서 유럽연합

의 ‘유로(Euro)’화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가 유

럽인에게 같은 돈을 사용하는 화폐 공간의 의미를 지니

는 것처럼(조홍식, 2010)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나타나

는 유사한 사례라 하겠다.

표 2를 통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

피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모두 12개의 주제 조합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인물+산업 조합(그림 4)이 16종(32.7%)

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물+건축 조합 8종(16.3%), 전통+

자연 조합(그림 5) 6종(12.2%)이 뒤를 잇는다. 이는 북아프

리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대체로 서아프리카

의 서부에서 동부로 가면서 전통→인물+산업 및 인물+자

연→인물+건축(그림 6)→인물+전통 ‧산업 ‧건축과 같이 

주제 조합의 공간적 변화 패턴도 발견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산업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 등

의 지역적 차이가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소재 면에서는 인물초상이 이 지역 지폐의 21종

(42.9%)에서 활용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로 

정치적 인물이 주류이나, 기니를 비롯한 라이베리아, 나

이지리아 등 해안국에서는 일반인도 등장하는데, 특히 

기니의 경우 6종의 지폐 중 5종에서 모두 일반 여성이 

도안되어 주목을 끈다. 또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는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고(그림 6), 나이지리아의 경우 정

치인, 교육자나 예술인, 부족 대표 일반인, 중앙은행 총

재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는 점도 이채롭다. 

이는 이곳의 여러 정치 및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자 그

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

로 해석된다.

그림 1. 북아프리카의 종교+역사 주제 조합 사례(이집트)

그림 2. 북아프리카의 인물+전통 주제 조합 사례(튀니지) 

그림 3. 북아프리카의 종교+현대화 주제 조합 사례(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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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개국 모두에서 생산 활동이나 산업 경관의 

소재가 등장하는 점도 특징인데, 이 중 모내기나 추수 

등 농사, 커피콩이나 옥수수 등의 농산물, 가축 사육이

나 방목, 어부와 어선, 고무 채취 등 농 ‧임 ‧목·수산업 

관련 소재만도 16종(32.7%)의 지폐에 등장하며, 광업이

나 원유 채굴 등 광공업 관련 소재 3종, 시장 상인 등 서

비스업 관련 소재 2종까지 더하면 총 21종(42.9%)이나 

된다. 거기에다 만일 교통·통신, 에너지, 보건 및 교육 

관련 소재 12종을 3차산업에 포함한다면 무려 33종

(67.3%)에 이른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소재적 특성

은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인식이 ‘국가→사회 집단→개

인’으로,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전통에 대한 헌신→

물질적 성공→탈물질적 삶의 질 추구’로 변천해왔다는 

현대화(modernization) 이론(Inglehart, 2005)과 세계사회규

범(world society norms) 이론(Meyer, 2009)과 관련하여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바

(Hymans, 2004; 2005; 2010), 이에 비추어 본다면 서아프

표 2. 서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계속)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전면(obverse) 후면(reverse)

모리타니

(ouguiya)

50 누악쇼트의 이븐 압바스 모스크 전통 악기(하프); 전통 주전자

100

전통 크사르(전통 주거지) 탑 유적

혹소 무리; 염소 가족

200 낙타 무리; 염소 무리; 대추야자

500 트롤 어선; 물고기

1000 철광석 운송 기관차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CFA* franc)

500
아샨티족의 

톱상어형상 

전통 황동 

저울 추

아프리카 지도와 CFA국 접속 태블릿 하마 무리

1000 지구본; 책; 적십자; 실험도구; 테블릿 낙타 무리

2000 비행기; 전철; 버스 흰농어 떼

5000 관개시설 정비된 바나나 농장 사바나 초원의 코브 영양 무리

10000 인공위성; 위성안테나 부채머리새 무리

감비아

(dalasi)

5 큰물총새 방목 소

10

새

여객선

20 농기계(방아)

50 와쑤의 환상 열석 유적

100 왕관 두루미 투망 던지는 어부(강, 배)

200 새 모내기

기니

(guinea franc)

100 젊은 여성; 벼 이삭 바나나 수확

500 젊은 여성

새 무리

광석 컨베이어; 축제용 장식 모자

기니 

윤곽 

지도

1000 소녀 보크사이트 노천광 채굴; 바나나 열매

2000 젊은 남성 님바산; 야자수

5000 풀라니 족 여성 킨콘 수력댐; 옥수수 열매

10000 어린이; 커피콩
푸타 잘롱 고산지의 숲과 초지; 로라산 

사람 형상 바위

20000 여성 칼레타 수력댐

시에라리온

(leon)

1000 바이부레 독립투사 위성안테나

2000 월레이스 독립운동가; 화물선 프리타운의 중앙은행

5000 생베피에 노예 상선 반란 지도자 붐부나 수력댐

10000 비둘기; 국기; 지도 케이폭나무; 초원과 숲

라이베리아

(dollar)

5 로예 제5대 대통령 벼 추수 여인

10 로버츠 초대 및 제7대 대통령 고무 수액 채취 청년

20 터브먼 제19대 대통령 시장의 여러 상인과 매대

50 도 제21대 대통령 야자나무 손질 농부

100 주니어 제20대 대통령 시장의 상인 모자(母子)

500 전통 복장 일반인 3명 강변 어미 하마와 새끼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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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전면(obverse) 후면(reverse)

가나

(cedi)

1
정치지도자 6인

(은크루마‧램프티‧아타‧아도‧아데이‧단콰); 독립문
아코솜보 수력댐

2 은크루마 초대 대통령 의회 건물

5

정치지도자 6인

(은크루마‧램프티‧아타‧아도‧아데이‧단콰) 
독립문

가나 대학교와 발메 도서관

10 가나 은행

20 대법원

50 크리스찬보그 성; 정부 청사 

100 의회 본회의장

200 쥬빌리 하우스 대통령궁

나이지리아

(naira)

5 발레와 초대 연방 수상 은크포키티 전통 북춤 추는 남성들 
나이지리아 

채색 국기 넣은 

윤곽도

10 이코쿠 교육가 우유 운반 플라니족 여성

20 모하메드 제4대 대통령 크왈리 여성 도예가

50 하우사‧이그보‧요루바 세 대표 부족 일반인 대형 메기 잡은 어부들

100 아월로워 정치가 주마 바위산

200 벨로 정치가 플라니 흰소; 농산물(열대 과일과 작물)

500 아지키웨 초대 대통령 해상 원유 채굴 플랜트

1000 보르누‧이송 중앙은행 총재 2인 아부자의 중앙은행

*Communauté Financière d'Afrique의 약자

그림 4. 서아프리카의 인물(일반 여성)+산업(광업) 주제 조합 

사례(기니) 

그림 5. 서아프리카의 전통(유물)+자연(동물) 주제 조합 

사례(서아프리카 CFA franc) 

그림 6. 서아프리카의 인물(복수)+건축(기념조형물‧공공기관·유적) 주제 조합 사례(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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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의 지폐에서는 국가 상징 단계에 이어 사회 집단의 

힘과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두 번째 단계의 상징이 많다

는 점에서 경제 개발에 대한 강한 가치 지향을 보이는 

이 지역의 특성과 관계 깊다고 해석된다.

아울러 ECOWAS 8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13개국에서 

하마, 낙타, 영양, 물고기, 새 등 야생동물의 도안도 21종

(42.9%)에서 나타나고, 여기에 수목과 산야(山野) 소재 4

종까지 포함한다면 이 지역 지폐의 55.5%에 자연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또한 13개국에서 탑, 

공예, 환상열석, 전통 복장 등 유물·유적과 민속·공예 소

재 15종(30.6%)도 있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상징도 중시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니와 나이지리아의 지폐에는 자국의 영토 형

상이 이미지화하여 있는데, 이는 국가 존재의 공간적 확

인과 국가적 통합을 의도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ECOWAS 8개국의 지폐에서처럼 정보화, 교육 및 보건, 

농업 현대화, 현대적 교통·통신 수단 등 현대화를 추구

하는 주제를 명료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상에서처럼 서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인물과 산업 활동 

및 경관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연에 대한 강한 연계의식이 드러나 있음

이 확인된다. 

3.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중부 아프리카 지역 소재 8개국 15종 지폐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 지역의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5개국은 1945년부터, 적도기니는 1984년부

터 ‘중앙아프리카 세파프랑(CFA franc)’을 채택하여 단

일 통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 3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주제 조합

은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중 인물+자연 조합

표 3. 중부 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전면(obverse) 후면(reverse)

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CFA* franc)

500 일반 어린이; 칠판 앞 알파벳 공부 초등생들 일반 중년 여성; 전통 가옥

1000 일반 젊은 남성; 벌목 작업 흰소; 여러 농부

2000 일반 젊은 여성; 수력댐 광물 채굴

5000 일반 중년 남성; 항구의 배 정유공장; 악어

10000 일반 젊은 여성; 중앙아프리카 중앙은행 본부 전철‧위성안테나‧비행기; 악어

앙골라** 

(kwanza)

200

네투 초대 대통령 원숭이 목각

풍고 안동고의 블랙바위산

500 우일라의 툰다발라 협곡

1000 우암보의 중앙고원 바위산

2000 우일라의 레바 산맥

5000 상 살바도르의 성당 유적

100000 우이제의 젠조 동굴

콩고

민주공화국

(franc)

1000
카니오카 전통 조각 박스; 기린과 

오카피 무리

콩고 윤곽도

회색 앵무새; 옥수수밭과 옥수수

콩고 윤곽도5000 헴바 조각상; 얼룩말 무리 마니옥; 공작

10000 쿠바 추장 조각상; 누 무리 새; 바나나 나무; 바나나

20000 바실레레 족 두상 조각; 기린 무리 두루미 무리; 야자수

* Coopération Financière en Afrique centrale의 약자

** 2020년 7월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자료가 희소하여 그림 7과 같이 앙골라 지폐에 한해 

견본이미지와 출처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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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이 5종(27.8%)으로 다수를 점하고, 이어 인물+

산업 조합(그림 8)이 4종(22.2%), 전통+자연 조합(그림 

9)이 4종(22.2%) 등으로 나타났다. 

소재 면에서는 동물과 지형 등 자연물이나 자연경관

이 도안된 지폐가 총 12종(80.0%)으로서 이 지역에서 가

장 널리 활용되는 공통의 소재이다. 예컨대 중앙아프리

카 세파프랑의 악어, 비록 목각이지만 앙골라의 원숭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린, 얼룩말, 누, 조류 등이 그것이

다. 특히 앙골라의 경우, 직전의 2012시리즈에서는 9종 

모두 폭포, 2020시리즈에서는 바위산 등 지형경관이 주

요 소재로 일관되게 활용되는 점이 이채롭다.

다음으로 등장 빈도가 높은 소재는 인물초상으로서 

총 11종(73.3%)에 이르는데, 중앙아프리카 세파프랑의 

경우에는 모든 지폐에 일반인이 등장한다. 이는 단일 통

화권 형성에 따른 6개국 공통의 인물을 찾기 어려운 측

면이 고려된 것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인을 지폐 아

이코노그래피로 삼으려는 점은 앞서 서아프리카 세파프

랑 8개 국가의 경우와는 차별되는 특징이다. 

이어 동일 비율로 가옥, 목각 인형, 조각 등 민속·공

예도 이 지역 지폐의 공통 소재로 등장하는데, 특히 콩

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지폐 앞면에 부각되어 있어 자국

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정체성의 일단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9). 한편, 산업 활동 및 경관 관련 

지폐는 모두 6종(40.0%)으로서 대체로 농·임업 활동과 

마니옥, 바나나 등 농산물이 등장하여 이 지역의 자연환

경 및 산업 발달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인물과 전통을 주제로, 산업과 자연을 부제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특징은 대략 서아프리카 지역과 유사다.

4. 동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동아프리카 지역 소재 16개국 100종 지폐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지폐는 주

제와 소재 면에서 실로 국가 수와 권종 만큼이나 다양

하여 가히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백화점’이라 칭할 만

하다. 이에 따라 지폐 앞면과 뒷면 간 주제와 부제 간 

조합도 무려 27가지에 이른다. 그중 상위 3가지 조합은 

남수단이나 모잠비크 등에서와 같이 인물+자연 조합

출처: https://news.coinupdate.com/
그림 7. 중부 아프리카의 인물+자연 주제 조합 사례(앙골라)

그림 8. 중부 아프리카의 인물+산업 주제 조합 

사례(중앙아프리카 CFA franc) 

그림 9. 중부 아프리카의 전통+자연‧산업 주제 조합 

사례(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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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계속)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앞면(obverse) 뒷면(reverse) 

수단

(pound)

2 도자기 등 전통 공예품 나일강 줄기 

넣은 수단 윤곽 

지도

전통 악기와 악보

5
전통 문양 벽체; 하르툼의 

현대식 건물; 인공위성
수력댐; 송전탑; 태양광 집열판; 풍력발전기 

10 타발디아의 고목; 맞잡은 손; 산; 낙타 하르툼의 대통령궁(인민 궁전); 도시 경관

20 기계장치; 유정탑; 피라미드 공장; 위성안테나; 열대 과일과 농산물

50구
사바나 야생동물(코뿔소‧코끼리‧물소‧얼룩말‧기린) 

무리, 나일강 줄기 넣은 수단 윤곽 지도
가축(소‧양‧염소); 낙타 무리

50신 수단중앙은행; 금괴; 수단 윤곽도; 물고기 고깃배와 어부; 돛단배; 낙타 무리; 물고기

100 메로에의 피라미드 메로에 수력댐

200 제벨 마라 폭포와 황새‧수리 홍해의 생물(산호‧물고기)

500 하르툼의 국립통신회사 건물과 탑; 위성안테나 정유 공장

남수단

(piaster, pound)

5(pi)

존가랑 초대 대통령

타조 무리

10(pi) 코브 영양

25(pi) 백나일강

1 기린 무리

5 흰소 무리

10 파인애플 열매; 물소 무리 

20 유정탑(油井塔); 오릭스 영양 무리 

50 코끼리 무리; 나무

100 사자; 폭포

500 백나일강

에리트레아

(nakfa)

1 9개 대표 부족 일반 어린이 

고지 국기 게양 

군인들; 낙타

공부하는 여러 학생

낙타
5

9개 대표 부족 일반 어린이·청

년·노인
돌무화과 나무

10 9개 대표 부족 일반 소녀 도갈리강 교량 통과 화물열차

20 9개 대표 부족 일반 소녀 추수 여인·낙타 쟁기질·트렉터 밭갈이

50 9개 대표 부족 일반 여성 마사와 항구 정박 화물선

100 9개 대표 부족 일반 여성 소 쟁기질 농부

에티오피아

(birr)

1 일반 소년; 큰뿔소 무리 청나일강의 티시삿 폭포; 흰목벌잡이새 

5 커피콩 수확 농부 쿠두 영양·스라소니·시미엔 국립공원

10 전통 바구니 제작 일반 소녀 산지 마을· 트랙터 밭갈이

50구 분자 구조 설명 과학자들 

에티오피아 

윤곽도

곤다르의 ‘달걀성’궁전 유적
50신 소 쟁기질 농부

100구 전통 복장 전사
실험실 내 현미경 관찰 남자; 목화 다래

100신 쟁기질 농부

지부티

(franc)

40 홍해의 상어·산호 지부티 항의 크레인·배; 지부티 윤곽도

1000
알리 아메드 오우도움 독립운동가; 소금광 채금 

광부와 낙타
지부티 항구의 컨테이너 하역

2000 일반 소녀; 낙타 대상 정부청사; 방패와 창 무장 전사

5000 마흐무드 하르비 정치가 전통 복장 칼춤 여러 소녀

10000
하산 굴레드 압티톤 초대 대통령; 홍해의 산호· 물

고기 떼
중앙은행; 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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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앞면(obverse) 뒷면(reverse) 

소말릴랜드

(shilling)

5

구디르카 하우스 대법원; 쿠두 영양 낙타 대상; 나사하블루두 쌍둥이 언덕; 나무; 새
10

20

50

100

하르게이사의 중앙은행
염소 무리·베르베라 항구 정박 배500

1000

5000 낙타 무리·염소 무리

소말리아

(shilling)

5000 구 모가디슈의 사마르 웨인 유적 우물가의 낙타 무리와 사람들

10000 모가디슈의 압둘 아지즈 모스크 배 건조

우간다

(shilling)

1000 쿠마의 은예 암벽화 코브 영양 무리 

인형 

목각탑; 

우간다 

윤곽도

(적도 표시)

2000 빅토리아 호수; 존 해닝 탐험가 기념비 나일 퍼치 민물고기 떼

5000
르웬조리 국립공원의 마르게리타봉; 세계대전 

희생 기념비
멧새 떼와 둥지

10000 마운트 엘곤 국립공원의 시피 폭포 바나나 열매와 나무그루

20000 앨버트 호수; 캄팔라 100주년 기념 공원의 기념탑 큰뿔소 무리

50000 부윈디 국립공원 숲; 영연방 정상회의 기념조각 산고릴라 무리

케냐

(shilling)

50

케냐타 대통령 동상; 케냐타 

국제컨벤션센터; 나이로비 시가지 

버팔로 지열발전소;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비둘기

100 표범
가축(소·양·염소·낙타 무리); 녹차 수확 

농부; 옥수수 

200 코뿔소

스포츠(여러 마라톤 선수); 교육(노트북 

이용 여러 학생과 교사); 건강(아동 검진 

의사)

500 사자 사자·기린과 코끼리 무리; 야자수

1000 코끼리 나이로비의 국회의사당

르완다

(franc)

500 젖소 무리 노트북 이용 여러 학생

500
은융웨 국립공원 열대 우림 캐노피; 무레게야 

현수교 도보 다리
노트북 이용 여러 학생

1000 부타레의 르완다 국립박물관 볼케이노 국립공원의 황금원숭이

2000 위성안테나와 송신탑; 산야 커피콩

5000 볼케이노 국립공원의 고릴라 전통 기법 제작 바구니

브룬디

(franc)

100 르와가소르 독립운동가; 그의 추모비 벽돌집 건축; 산야; 바나나 나무

500 커피나무와 콩; 악어

물고기

탕가니카호의 고기잡이

물고기; 

브룬디 

윤곽도

1000 들판의 소 무리; 넓은꼬리새 바나나 나무와 열매

2000 파인애플; 론 영양 차밭과 농부

5000 들판의 여러 북춤꾼; 물소 키비라 국립공원 산지

10000
은다다예 대통령·르와가소르 

독립운동가; 하마
야자 숲;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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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앞면(obverse) 뒷면(reverse) 

탄자니아

(shilling)

500 카루메 초대 부통령

다르에스살람 대학교 중앙홀; 학위복 착용 

교수진과 학생들 행렬;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기린1000
은예레레 초대 대통령; 음웬자항의 비스마르크 

바위산
다르에스살람의 정부청사; 커피나무

2000 사자 은고메 콩웨 요새 석탑 유적; 야자나무

5000 검은코뿔소; 식물 게이타의 금광선별 시설; 보석

10000 코끼리 탄자니아은행 본부; 꽃

잠비아

(kwacha)

2

아프리카 

물수리

티크 나무 시장 과일상 좌판과 여러 여인; 론 영양

자유의 

동상

5 아프리카흑단 나무 카사바 줄기와 뿌리; 사자

10 자두 나무 밀 수확 농부들; 호저 

20 무콰 나무 구리광 여러 광부; 리추에 영양 

50 단풍 나무 루사카의 잠비아 은행 본부; 표범 

100 바오밥 나무 루사카의 국회의사당; 아프리카 버팔로

말라위

(kwacha)

20 믐벨와 2세 민족지도자

릴롱웨의 

말라위 

준비은행 본부; 

물고기 떼; 

말라위 윤곽도; 

고기잡이배와 

어부

도마시 교육대학교; 학사모·책

말라위 

윤곽도

50 고마니 2세 민족지도자 카숭구 국립공원의 코끼리·사파리 차

100 상갈라 독립운동가 블랜타이어의 의과대학; 청진기

200 침밤보 독립운동가 릴롱웨의 신 국회의사당

500 칠렘브웨 민족지도자 
좀바의 물룽구지 댐·수도꼭지; 짐을 인 

여자와 곡괭이 걸친 남자

1000 반다 초대 대통령
음주주의 옥수수 창고; 옥수수; 옥수수를 

빻는 두 사람 

2000 칠렘브웨 민족지도자
티올로의 말라위 과학기술대학; 현미경;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가는 두 여인

짐바브웨*

(dollar)

1

마타포스 국립공원의 치렘바 삼층 흔들바위

전통 마을 전경과 절구질 두 여인 

5 카리바 수력댐; 타이거피시

10 그레이트 짐바브웨 아크로폴리스 유적

20
황게 화력발전소

50

100 하라레 자유의 불꽃 봉화대와 건물

500 수변의 코끼리 무리

모잠비크

(metical)

20

마첼 독립운동가 겸 초대 대통령

검은코뿔소

산야

50 쿠드 영양 무리

100 기린 무리

200 사자 무리

500 아프리카버팔로 무리

1000 코끼리 무리

* 2009년 자국 통화 발행 마지막 시리즈의 이미지임(2020년 현재 미국 달러화 유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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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종(20.0%)을 비롯하여 부룬디나 에리트레아

의 사례에서처럼 인물+산업 10종(10.0%), 이어 우간다

의 사례와 같이 자연+자연(그림 11), 잠비아의 사례처럼 

자연+산업(그림 12), 소말릴랜드의 사례와 같이 건축+

산업이 각각 8종(8.0%) 등이다. 그렇지만, 주제와 부제의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면, 자연+X의 사례가 51종(51.0%)

으로서 인물+X인 45종(45.0%)보다도 많아 동아프리카 

지역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어 소재별 특징을 살펴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의 지

폐에서는 자연물이나 경관 관련 소재의 비중이 매우 높

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동아프리카 15개국 모두에서, 

그것도 무려 75종(75.0%)의 지폐에 가축을 포함한 동물

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식생이나 지형 소재 7종

을 합하면 그 비중은 무려 82종(82.0%)까지 올라감으로

써 동아프리카 각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국가의 주요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산업 활동 및 경관이 

지폐 도안으로 등장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이다. 곧 수

확, 밭갈이, 농산물, 가축 등 농업 활동 관련 소재가 35

종(35.0%), 광물이나 공장 등 광공업 관련 소재가 7종, 

그리고 상업 관련 소재가 7종으로 나타남으로써 총 49

종(49.0%)의 지폐에서 산업 활동 및 경관이 등장한다. 

여기에 만일 교육 관련 12종, 교통·통신 관련 11종, 수력 

댐 등 에너지 관련 6종 등을 3차산업 활동에 포함한다

면 그 비율은 71종(71.0%)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만일 

동아프리카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주제 조합을 단순히 

등장 소재의 빈도로만 본다면 자연+산업의 조합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전형적인 혹은 평균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그림 12와 같다. 이를 통해 앞서 

Hymans(2004; 2005; 2010)의 연구에 비추어 본다면 동아

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른바,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이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물초상 소재의 경우, 총 41종(41.0%)의 지폐에 등장

하는데 남수단,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등 비교적 정치

적 리더십의 안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처럼 일

반인이 앞면에 도안된 사례도 11종(11.0%)으로서 에리

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 주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비록 인물초상은 아니지만, 

농부, 학생, 춤꾼, 대상(隊商) 등 원경 혹은 실루엣 형태

의 일반인도 총 28종의 지폐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중에

서 농부의 모습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브룬

디, 잠비아 등에서 총 8종이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 산

업 활동의 특성이 반영 혹은 권장되는 측면도 읽혀 흥

미롭다. 특히 에리트레아의 경우 각 부족을 대표하는 남

녀노소 각 연령층의 일반인이 지폐의 아이코노그래피로 

등장하는 점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모종의 시사점

이 함의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자연환경 소재와 관련하여 공원, 폭포, 강, 산, 

숲, 바위, 호수 등 지형이 등장하는 지폐가 총 27종

(27.0%)이나 되고(그림 11), 물고기나 해양 생물이 등장

하는 사례도 총 17종에 이른다(그림 13). 특히 자연을 일

관된 주제로 삼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남수단, 케냐, 모

잠비크의 동물, 짐바브웨의 바위, 잠비아의 나무, 말라위 

물고기 시리즈가 그것이다. 이렇듯 열대 지역의 산고릴

라와 원숭이, 해안이나 호수 소재 지역의 물고기나 산

호, 건조 지역의 낙타, 사바나 지역의 초식 및 육식동물 

도안처럼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와 자연환경 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연환경적 특성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

긍심의 일부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화 이전 예술가와 건축물, 유로화 이

후의 건축물과 조형물 등 인문적 요소가 강한 유럽의 

지폐 아아코노그래피와는 대비된다.

기타 민속·공예 등 전통을 소재로 삼는 경우도 총 20

종(20.0%)으로서 여타 아프리카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

변의 문화적 자긍심이 면면히 표현되고 있다. 한편 수

단, 에티오피아, 지부티, 우간다, 부룬디, 말라위 6개국 

24종(24.0%)에서 지도(map)가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을 끈다(그림 11, 13). 또한 케

냐 등지에서처럼 여러 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등의 현대

화를 강조하는 주제도 18종(18.0%)에서 나타나 동아프

리카에서도 현대화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도 확인됨은 

물론이다(그림 14).

이상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다종다양하고 다채로운 가운데 자연환경 및 산업 활동 

관련 주제와 소재의 등장 빈도가 높아 이를 통한 정체

성의 투영과 가치 정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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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아프리카의 인물+자연(동물) 주제 조합 

사례(모잠비크)

그림 11. 동아프리카의 자연(숲)+자연(동물) 주제 조합 

사례(우간다) 

그림 12. 동아프리카의 자연+산업 주제 조합 사례(잠비아) 그림 13. 동아프리카의 지도(map) 소재 등장 사례(브룬디) 

그림 14. 동아프리카의 현대화(통신, 지열·풍력·태양열 등 녹색 에너지) 지향 주제 사례(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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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의 균질하지 않은 차별적 

발전의 과정, 그리고 자연환경과 산업 특성의 유사성이 

반영될 결과로 해석된다.

5. 남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남아프리카 지역 소재 5개국 26종 지폐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처럼 남아프리카 지역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에서는 모두 4가지 유형의 주제 조합이 나타나는데, 5개

국 모두에서 인물+자연 조합(그림 15)이 13종(50.0%)으

로 가장 많고, 이어 인물+전통(그림 16)이 6종(23.2%), 

인물+산업 5종(19.2%)의 순이다. 

소재 면에서는 5개국 지폐 모두에서(100%) 인물초상

이 등장하는데, 국왕, 독립운동가, 대통령 등 정치인 위

주이다. 지폐에서의 인물초상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징 이미지로서(김서경, 2009), 이는 이 지역의 다양한 

정치 체제와 비교적 안정된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서 국민적 존경의 합의를 이룬 정치인이 존재하고 그 

권위를 통한 국가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런 가운데서도 보츠와나의 경우 정치인, 예술인, 일반인 

등 여러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고, 정치인의 경우도 복수

로 등장하는 점이 이채롭다. 곧, Inglehart(2005)의 이론

표 5. 남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앞면(obverse) 뒷면(reverse) 

나미비아

(dollar)

10
누조마 초대 대통령

빈트후크의 

국회의사당

스프링복 영양 무리

20 붉은하테비스트 영양 무리

50

위트부이 독립운동가

쿠두 영양 무리 

100 겜스복 영양 무리

200 론 영양 무리

보츠와나

(pula)

10 카마 4대 대통령; 오릭스 영양 가보로네의 국회의사당

20 모쩨테 작곡가; 영양 광물선별 시설; 영양

50 카마 초대 대통령; 호수의 배와 어부 오카방고델타 늪지의 배와 물수리; 호수의 배와 어부

100 세벨레 1세·바토엔 1세·카마3세 독립운동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노천광; 다이아몬드선별 여성; 다이아몬드

200 두 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여교사; 얼룩말 얼룩말 무리; 얼룩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rand)

10

만델라 8대 대통령; 여러 동물 무리; 원시인들의 사냥 

코뿔소 

원시인들의 사냥 

모습

20 코끼리

50 사자

100 아프리카 버팔로

200 표범

레소토

(maloti)

10

모슈슈 2세·모슈슈3세·모슈슈1세 국왕

코스모스 꽃무리; 산야

20 원뿔 지붕 전통 가옥; 전통 마을

50 말탄 일반인 여러 남성; 산야

100 염소 무리와 목동
산야

200 말탄 일반인 남성

에스와티니

(lilangeni)

10 은콸라(왕실의식)의 춤추는 아홉 공주; 꽃

20 소; 사탕수수; 파인애플; 옥수수; 비육우; 정제 공장

50 스와질랜드 중앙은행

100 음스와티 3세 국왕 사자 사자·코끼리·코뿔소·꽃·새; 사자

200구 전통마을의 둥근 지붕과 염소 2마리; 부족의 전사

200신 사자
전통 마을의 둥근 지붕 전통 가옥과 마을 사람(3명) 및 

염소 2마리; 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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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ymans(2004; 2005; 2010)의 연구에 비추어 본다면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인식과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각 세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공존 혹은 변천하는 과

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어 동물, 산야 등 자연물이나 경관을 지폐 도안 소

재로 활용하는 사례가 총 20종(76.9%)에 이른다. 이 중 

동물 소재도 5개국 지폐 모두에 등장함으로써 남아프리

카 지역 지폐의 공통된 특징을 형성하는데, 가축을 포함

하면 20종(76.9%)에 이른다. 특히 나미비아에서는 영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5대(big five) 야생동물이 시리

즈 형태로 일관되게 활용될 정도이다. 이 외에도 보츠와

나의 오카방고 델타, 레소토의 코스모스 등의 소재도 해

당 지역의 자연환경이 반영된 사례이다.

한편, 레소토와 에스와티니의 경우 전통 가옥이나 마

을의 모습이 소재로 등장하는 점, 보츠와나의 경우 광업 

활동이 도안 소재로 활용되는 점 등은 이 지역의 사회

적 특성과 산업 발달의 과정을 단적으로 담아내는 사례

라 하겠다. 아울러 국왕, 전통, 산업 활동, 건축물, 자연 

등의 주제와 소재가 혼재 혹은 병존하는 에스와티니 지

폐나 정치가, 예술가, 일반인, 건축물, 산업 활동 및 경

관, 자연환경 및 경관의 주제와 소재가 병존 혹은 혼재

하고 있는 보츠와나의 지폐에서 보듯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도 

관찰된다. 이처럼 남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는 인물과 자연, 특히 동물이 주요 주제이자 소재로 

등장함으로써 이곳의 사바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려는 지역적 특성

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도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특성

도서 아프리카 지역 소재 7개국 38종 지폐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을 바탕으로 도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

노그래피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우선 주제 조합 면에서 

총 12가지 유형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세이셸, 코모로, 

마다가스카르에서처럼 자연+자연 조합(그림 17)이 14종

(36.8%)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인물+자

연 조합(그림 18)이 6종(15.8%), 인물+건축 4종(10.5%)의 

순으로 나타나 여타 아프리카 지역에서보다 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서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등장 

빈도가 높다.

소재 면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동·식물이나 

경관 등 자연환경이 모리셔스를 제외한 6개국 모두에서 

무려 30종(78.9%)의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바다생물 9종, 조류 16종, 나비 14종 등이

며 기타 쥐, 개구리, 원숭이, 카멜레온, 암모나이트, 실러

캔스 등 다종다양하다. 특히 상투메프린시페와 마다가

스카르에서는 다양한 종의 나비를, 세이셸에서는 다양

한 종의 새와 꽃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로 삼고 있는 

사례에서처럼 생물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된 세계적 

그림 15. 남아프리카의 인물+자연(동물) 주제 조합 

사례(보츠와나)

그림 16. 남아프리카의 인물+전통(마을) 주제 조합 사례(레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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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서 아프리카의 국가별 및 액면가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2020년 현재) 

국가

(통화 단위)
액면가

이미지 

앞면(obverse) 뒷면(reverse)

카보베르데

(escudo)

200 수자 의사겸 작가; 포구섬 지도; 포도잎과 포도알; 펜 포구섬 피코 화산 전경; 포도; 포구섬 윤곽도

500 바르보사 시인; 책; 책
바르보사 시인 고향인 산티아구섬의 포일라오 댐; 

그의 싯구; 깃털 펜

1000 도나 작곡가; 해안 풍경; 새 페렌뉴 전통악기 연주 모습; 비둘기

2000 에보라 가수; 악보; 거북이 바이올린; 일몰바닷가; 바이올린

5000 페레이라 초대 대통령; 도서 분포 지도; 아프리카 윤곽도 
페레이라 대통령 고향인 보아비스타 섬 지도; 해안 

마을; 도기 공장굴뚝

상투메

프린시페

(dobra)

5 인술라리스 나비

상투메의 

중앙은행

땃쥐

아프리카 

연안과 상투메 

지도

10 니오베 나비 날개부채새

20 바른시 나비 자이언트 나무개구리

50 레모시 나비 베짜기새

100 오디세우스 나비 모나 원숭이

200 데풀바타 나비 태양새 

세인트헬레네

(pound)

5

엘리자베스 2세 초상

헬레나 섬 전경과 다

해안가 범선10 헬레나 섬 항구 원경과 범선

20 헬레나 섬 바닷가 원경

세이셸

(ruppe)

25 까치울새: 산야 파랑비둘기; 킬리피시; 꽃

50 검은앵무새; 산야; 도마뱀 청개구리; 동박새; 꽃

100 긴꼬리딱새; 산야; 도마뱀 꽃; 알다브라 고둥; 태양새

500 황조롱이 새; 산야; 벌 타이거 카멜레온; 꽃; 소쩍새

코모로

(franc)

500 여우 원숭이; 해안 난초 꽃

1000 실러캔스 화석 물고기; 코모로의 섬 전통카누 탄 어부

2000 도모니의 아브데레마네 대통령 사당 모스크; 시장 상인들 모헬리의 전통가옥과 야자수; 맙엘하드의 싯구

5000 도하르 대통령; 카르탈라 화산 고목; 해안; 암모나이트

10000 수메이트 종교 지도자; 모로니의 모스크 일랑일랑 꽃; 바다거북이

마다가스카르

(ariary)

100 암보존타니 대성당

나비; 새; 

마다가스카

르 윤곽도

마다가스카르 개구리; 산야

나비

200 앰버산 국립공원의 폭포; 꽃 
노시하라 국립공원의 마다가스카르 토종 

바로니 선인장

500 암보히망가 왕궁터 칭기국립공원 탑카르스트

1000 카모로 다리; 나무 이살로 국립공원 바위

2000 대나무 여우원숭이; 꽃 네펜시스(열대 벌레잡이통풀)

5000 라노마파나 국립공원의 폭포; 꽃 혹등고래; 해안

10000 오하라 항구; 거북이 자피마니리족 목공예(발리하 전통 악기)

20000 암바토비의 니켈가공 공장; 산야; 거북이 농산물; 밭

모리셔스

(ruppe)

25 아-츄엔 사업가 겸 정치가

중앙은행; 

정의의 

여신상

통발어부; 유적 가옥; 로드리게스섬 지도

50 파투로 경제인 겸 정치가 포트루이스의 코단 광장 상가

100 시니바신 교육가 겸 법률가 구 대법원

200 모하메드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 포트루이스의 중앙시장 모습

500 비순도얄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 모리셔스대학교

1000 듀발 법률가 겸 정치가 스테이트하우스 대통령 관저

2000 람굴람 독립운동가 겸 총리 사탕수수 실은 소달구지 모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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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

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

을 확인하거나 투영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섬이라는 장소 및 지형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카보베르데, 세이셸, 코모로, 마다가

스카르 지폐 11종(28.9%)에서는 해안 풍경이 도안되어 

있다. 여기에 산야 6종, 바위, 탑 카르스트, 폭포 등의 지

형 6종까지 합하면 총 23종(60.5%)의 지폐에 자연경관이 

담겨 있으며, 그중 해안 경관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고래, 고둥, 거북이 등 바다

생물도 9종의 지폐에서 등장한다.

한편, 도서 아프리카 지역 지폐의 특징으로서 지도

(map)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

다. 예컨대 카보베르데와 모리셔스의 섬 지도, 상투메프

린시페의 아프리카 연안도(그림 19), 마다가스카르의 윤

곽도 등이 그 사례로서 4개국 17종(44.7%)에서 나타난

다. 이는 섬이라는 위치 및 장소 특성에 따른 자신들의 

공간적 존재를 확인하고 밝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처럼 

28종(73.7%)의 지폐에서 바다생물, 섬 분포도, 해안 풍경 

등 도서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인물초상 도안도 3개국 17종(44.7%)에서 나타

나는데, 카보베르데에서는 예술인, 코모로에서는 일반

인, 모리셔스에서는 정치인이 우세하다. 이는 유럽이나 

인도 등 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역사적 영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악기, 카누, 가옥, 목공예, 어구 등 전통 관련 소

재도 10종, 농·임·수산업 등 산업 활동 관련 소재 7종도 

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지폐 소재로 등장한다. 결국 

도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도서라는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소재, 색상, 디자인 면에서 다채롭고 심미적이라는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III. 아프리카의 지역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비교 종합 및 지리교육적 함의

1. 아프리카의 지역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비교 

종합

이 절에서는 아프리카의 각 지역 간 지폐 아이코노그

그림 17. 도서 아프리카의 자연+자연 주제 조합 

사례(마다가스카르)

그림 18. 도서 아프리카의 인물+자연 주제 조합 사례(코모로) 

그림 19. 도서 아프리카의 지도(아프리카 연안‧국가 위치 및 섬 

지도) 소재 도안 사례(상투메프린시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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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 특성을 비교 종합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한 표 7은 

앞 장의 표 1~6을 바탕으로 하여 각 지역의 지폐에 등

장하는 주제 및 소재 중 빈도 면에서 상위 3순위를 정리

한 것이다.

먼저 주제 조합의 유형이 남아프리카 지역의 사례처

럼 최소 5가지에서 동아프리카처럼 최대 27가지까지 다

양한데, 이는 지역구분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역내 국가 수 및 국가별 지폐 권종의 차이, 단일 통화권 

존재 여부 등과 관계가 깊다. 그중에서 상위 3가지 유형

을 표 7은 제시하고 있는데, 북아프리카 지폐에서는 종

교와 역사, 서아프리카는 인물과 산업, 중부 및 동, 남아

프리카는 인물과 자연, 도서 아프리카에서는 자연과 자

연의 조합 사례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대략 북서(모로코)-남동(마다가스카르)의 대각선 

방향을 따라 북으로부터 종교와 역사→인물과 자연→자

연과 자연 조합 순의 공간적 패턴이다. 만일 인물 주제

를 제외한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동일 방향

을 따라 산업 주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연 

주제는 증가하는 패턴도 확인된다(표 7). 이를 종합하면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전반적으로 자연을 

주제로 삼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지역적 차별성도 비교

적 뚜렷하게 나타나서 북부로 갈수록 인문화 경향이 높

고, 도서부 포함 남동부로 갈수록 자연화 경향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어 소재의 경우도 민속·공예를 비롯하여 사원, 정

치가, 공공건물, 농·임·목·수산업, 동·식물, 지형, 풍경, 

지도 등 실로 다양하며 다채로운데, 북아프리카 지역에

서는 유물·유적과 이슬람 사원, 서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동 및 남아프리카에서는 정치인과 동물, 중부 아프리카

에서는 민속·공예와 정치인, 그리고 도서 아프리카 지역

에서는 동물과 지도가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등 지역적 

차이도 뚜렷하다. 

표 7. 아프리카 각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 빈도 순위 분포(2020년 현재)           (단위: 건, %)

지역

구분 순위

북

(5개국 31종)

서

(15국 49종)

중부

(8국 18종)

동

(16국 100종)

남

(5국 26종)

도서

(7국 38종)

주제

+

부제

조합

1
종교+역사 10

(32.3)

인물+산업 16

(32.7)

인물+자연 5

(27.8)

인물+자연 20

(20.0)

인물+자연 13 

(50.0)

자연+자연 14

(36.8)

2
역사+역사 6

(19.4)

인물+건축 8

(16.3)

인물+산업 4

(22.2)

인물+산업 10

(10.0)

인물+전통 6

(23.1)

인물+자연 6

(15.8)

3
인물+역사 4

(12.9)

전통+자연 6

(12.1)

전통+자연 4

(22.2)

자연+자연 8

자연+산업 8

건축+산업 8

(8.0)

인물+산업 5

(19.2)

인물+건축 4

(10.5)

해당

주제

+

X

조합

1
역사 21

(67.7)

인물 31

(63.3)

인물 11

(61.1)

인물 45

(45.0)

인물 26

(100)

자연 24

(63.2)

2
종교 13

(41.9)

산업 24

(49.0)

자연 9

(50.0)

자연 27

(27.0)

자연 13

(50.0)

인물 16

(42.1)

3 인물 10

(32.3)

자연 16

(32.7)

산업 4

전통 4

(22.2)

건축 10

(10.0)

전통 6

(23.1)

산업 8

(21.1)

소재

등장 빈도

1
유물·유적 27

(87.1)

정치인 21

(42.9)

민속·공예 14

(77.8)

동물 65

(65.0)

정치인 24

(92.3)

동물 24

(63.2)

2
사원 12

(38.7)

동물 20

(40.8)

정치인9

(50.0)

정치인 35

(35.0)

동물 15

(57.7)

지도 17

(44.7)

3 정치인 7

(22.6)

농·임·목·수산업 17

(34.7)

지형8

(44.4)

농·임·목·수산업 29

공공건물 29

(29.0)

공공건물 7

(26.9)

풍경 16

공공건물 1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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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총 259종의 현행권 중 무려 195종(75.3%)이 

자연환경 및 경관을 지폐의 소재로 삼고 있고, 특히 100

종(38.6%)의 지폐에서 가축을 포함하여 사족(四足) 육상

동물이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아프리카 지폐에서는 전

반적으로 자연환경 관련 소재가 많다. 이를 통해 아프리

카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연과의 

유대 의식이 강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영하

고 확인받으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프리카적 맥락

을 떠나 자연환경을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로 삼는 일은 

생태적 가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시대 변화에 비추어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폐 도안의 소재로서 지도가 등장하는 사례도 

총 58종(22.4%)이나 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자국의 

공간적 존재의 확인 및 국제적 홍보, 영토 형상을 통한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일체감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

석된다. 기타 1차 산업 활동 관련 소재의 등장 빈도가 

높은 점, 교통·통신을 비롯하여 에너지, 보건·교육 등에

서 현대화를 추구하는 소재도 적지 않다는 점, 인물초상

에서 예술인이나 일반인, 그리고 양성평등의 소재가 등

장하는 사례에서 세계적 규범과 조류를 반영하려는 노

력도 엿보이는 점 등은 앞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한 국가 내 지폐에서도 종교와 세속, 전통과 미래, 

인물 부재와 복수의 인물초상, 첨단과 자연 등 극단의 

주제와 소재가 혼재 혹은 병존하는 양상에서 국가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도 

확인된다. 이렇듯 아프리카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주

제와 소재 면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와 공통점은 해

당 국가나 지역의 역사와 전통, 정치 및 사회 상황, 산업 

발달의 수준, 그리고 자연환경의 특성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2. 지리교육적 함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만, 지리교

육적 관점에서도 몇몇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째, 지리교육의 합목적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대

한 탐구를 통해 …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거나,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

다’, 혹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지표 공간의 자연환

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도록’하는 것을 지리 과목이나 

영역의 주요 성격이자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3-4). 여기서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탐구, 

세계 여러 모습의 종합적 이해,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을 

통한 이해, 특히 인간 생활의 다양성 파악 등을 위한 학

습에 각 지역의 지폐 이미지만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소재를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폐는 국기 다음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제

2의 얼굴’이자 예술작품으로서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단숨

에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색

적인 디자인의 지폐를 보며 해당 국가의 이모저모를 간

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한 이미

지와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Hsieh, 2015).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재료로서 지폐를 활용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한 김

원휘의 연구(2017)는 주목된다. 이처럼 지폐는 지리교육

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이고 흥미로운 학습 화제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세계 지리 학습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국가정체성 구성의 일상적 메커니즘의 하나인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지표이다(Hymans, 

2005).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통계나 수치, 혹은 영상 

자료는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자료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이미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프리카 각 지

역의 지폐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역사의 강조, 예술성

과 심미성, 그들의 가치 지향과 세계 인식 등의 추상적

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지폐만큼 적절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지폐를 수집하고 그 아이코노그

래피를 분석 정리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중화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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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인류가 살아가는 다양한 세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지리 학습에서 오히려 인종과 지역적 편견 

및 선입견을 의도하지 않게 조장하는 역설은 오래전부

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김다원 ‧한건수, 2012). 

이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려는 지리교육

의 본질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특히 유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교육의 중요한 스트랜드(strand)인 인

간과 자연 간 관계 이해를 위한 현대적인 사례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자연 관계 연구는 지리학의 

오랜 전통이자(Pattison, 1964), 지리교육의 5대 주제이기

도 하다(Boehm and Petersen, 1994). 또한 우리의 지리 

과목 및 영역 전체를 면면히 관통하는 대주제임은 물론

이다(교육부, 2014, 3-4).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교과 내

용의 구성이나 수업 활동에서 이글루의 사례에서처럼 

여전히 고루하거나 지나치게 예외적 혹은 피상적인 사

례 위주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이간용, 2019). 이처럼 

전통 시대나 미시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

과 자연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고

민에 대하여 지폐를 활용한 학습은 그 해결책의 하나를 

제시해 줄 것임은 물론이고, 현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는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유효하고 흥미로운 자

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비록 서구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

에서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 큰 관심은 없

을지도 모르나, 일정부분 주는 시사점도 충분하다고 본

다. 우리의 지폐가 조선 시대 위인 중심이고 무표정하

거나 엄숙하고 경직된 이미지라는 점 등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였

고, 이에 한국 문화를 대표하면서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많았다(남세현·김맹호, 

2019).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개성있는 국토 형상, 제주

의 독특한 여러 지형경관, 설악산의 바위와 단풍 등 수

려한 지형 특성을 비롯하여 우리 산하의 사계절별 아름

답고 독특한 자연환경, 그리고 지난 세월 우리의 눈부

신 성취 등의 상징물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다. 

현재 우리는 조선 ‘왕’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

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인, 전통, 국가 중심적 주제나 소

재에서 벗어나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의 개인, 탈물질적

인 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와 세계적인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는(Hymans and Fu, 2017) 노력도 절실하다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은행권은 단순히 지불 수단이나 가치 교환이라는 경

제적 의미를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자, 

그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의

미를 지니는 까닭에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

내 지리학계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

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가 지니는 특성을 밝히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아

프리카 56개국의 최신 현행권(2020년) 시리즈 259종을 

대상으로 주제와 소재 면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그 지리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아프

리카를 첫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인문 및 자연

환경의 지역적 다양성이 뚜렷하여 그것과 지폐 아이코

노그래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과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지리교

육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제 면에

서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는 역사와 전통 및 종교, 

서부 지역에서는 인물과 산업, 중부를 비롯한 동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인물과 자연, 그리고 도서 지역에서는 

자연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인물 주제를 제외한다면 북

서-남동 축을 따라 전통→산업→자연으로 지폐 아이코

노그래피의 주제가 변화하는 흥미로운 공간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소재 면에서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는 유

물·유적과 종교 사원, 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정치인

과 동물, 중부 지역에서는 민속·공예와 정치인, 도서 지

역에서는 동물과 지도의 등장 빈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인물 관련 소재를 제외한다면, 북부에서 남동부로 향하

면서 유물·유적과 사원→동물→동물과 지도 소재의 활

용 빈도가 높은 공간적 분포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소재는 ‘동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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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9종의 지폐 중 133종(51.4%)에 이미지화하여 있

어 건축물과 인물 중심의 다른 대륙의 지폐 아이코노그

래피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의 지폐 아이코노그래피는 지역

별로 다양하면서도 주제와 소재 면에서 북부 지역일수

록 인문화, 동남부 지역일수록 자연화 경향이 비교적 뚜

렷한 공간적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연환경의 차이와 

관계 깊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자

긍심, 가치 정향의 응집체인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에 대

한 지리학 및 지리교육적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함께 세계의 다양성 및 인간-자연 관계의 현대적 

사례 제공,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 등을 위

한 지리교육적 함의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폐 아이코노그래피의 변화 특성을 

밝히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더욱 맥락적이고 심도 있

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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