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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화폐의 역사는 정교한 지폐를 만들려는 중앙은행과 이를 위조하려
는 위폐범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폐 제작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가 보
통 사람들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
용한 위폐 제작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위폐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사용하는 일반
인들이 위폐를 잘 식별해 유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있는 위조방지장치와 위폐식별
요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불법적인 화폐유통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1912년 건립된 르네상스 양식 석조 건물로 박물관에는
동서양의 고화폐와 현용 화폐 등 18,000여점이 전시

지폐위조수단

대응 방법

위조방지시스템, 새로운 지폐용지의 개
발, 투명창,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 기
존
위조방지장치의 고도화

복합기,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2000년대
시변각장치, 부분노출은선, 색사 등
지폐에 위조방지장치를 부착하거나
특수물질을 삽입

복사기, 스캐너, 컴퓨터

1980년대
기하학적 무늬, 앞뒷면맞춤,
요판인쇄 등 인쇄를 어렵게 하고
촉감을 강화

평판인쇄기술

1920년대
숨은그림 개발, 숨은은선 삽입,
지폐에 색상 도입

사진기술

1850년대

▶ 위조지폐

발견장수

▶ 유통지폐

1백만장당 발견장수

※ 한국은행이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갖춘 새 지폐를 공급하여 위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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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 영국은 화폐위조범을 교수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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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 받으세요
위조범은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합니다.
가급적 밝은 곳에서 거래하고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빛 등으로 비추어 숨은그림 및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합니다.

오만원권은 시간이 걸려도 1장씩 확인하면서 주고 받으세요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택시, 재래시장, 편의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오만원권 위조지폐는 컬러프린터 또는 복합기로
복제되어서, 첨단 위조방지장치인 띠형 홀로그램 및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 등을 부착한 진폐와 쉽게 구별됩니다.

항상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에는 숨은그림,
은선, 색변환잉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폐로 의심되는 지폐는
다른 지폐와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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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세요
지폐의 앞면을 보면서 홀로그램이 부착되
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폐를 넘기면서 뒷면
액면숫자에 색변환잉크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하게 손상된 지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찢어지거나 스티커 등이 붙어 있어 위조방지장
치를 확인할 수 없는 지폐, 테이프 등으로 붙
인 흔적이 있는 지폐는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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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폐는 20여 가지의 다양한 위조방지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조가 어렵고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치들이 있습니다.

❶ 숨은그림
•모든 지폐의 앞면 왼쪽의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숨어 있는 초상이 보입니다.

❷

❸

❷

❶

❸

❶

•숨은그림의 초상은 오른쪽 초상인물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❷ 홀로그램

❸

•오천원권, 만원권은 조각형 홀로그램, 오만원권은 띠형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는데
지폐를 기울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❸ 은선(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숨은은선, 부분노출은선)

❶

•오만원권은 입체형 부분노출은선을 적용하였는데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천원권과 만원권은 빛에 비추어 보면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띠가 보입니다.
•천원권은 빛에 비추어보면 앞면 초상 왼쪽에 부분노출은선이 보입니다

❷

❶

❸
많이 발견되는 위폐의 모습
진폐

위폐
위폐는 대부분 종이에 인쇄하기 때문에, 종이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숨은그림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위폐는 홀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려고 은박지를 붙였기 때문
에 진폐의 홀로그램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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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장치에는 일반인이 도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장치 이외에
전문적인 현금 취급자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장치도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인을 위한 위조방지장치
❶ 색변환잉크

만져보세요
자홍색

녹색

황금색

➡

➡

➡

지폐 뒷면 오른쪽 아래 액면숫자의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합니다.

3형제

녹색

녹색

청색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지폐의 전체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고 초상과
글자가 오톨도톨하게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천원권

❷ 요판잠상
눈높이에서 지폐를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WON’
이 보입니다.
오만원권은 숫자‘5’
가 보입니다.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기울여보세요
❸ 볼록인쇄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색변환잉크가

인물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
면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나타나 위조지폐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취급자를 위한 위조방지장치
❶ 형광잉크
자외선을 비추면 오만원권(묵포도도), 만원권
(일월오봉도)에 녹색형광 색상이 드러나고
(형광잉크), 적·청·녹 형광 색상의 짧은 실선
(형광색사)이 지폐의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비추어보세요
숨은그림, 숨은은선 등이 나타납니다.

❷z 미세문자
앞면 초상 옷깃, 앞면 초상 오른쪽 지문, 뒷면
보조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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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초상 옷깃

앞면 초상 오른쪽 지문

뒷면 보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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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위조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누구나 위조지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동 요령을 참고하면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현금취급 직원이 발견한 경우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로 판단되면 지문 채취가 용이하도록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직원이 발견한 경우
창구에서 화폐를 교환해 주거나 정리하다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한국은행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받을때 위폐라고 생각되면...

·침착한 태도를 취하세요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인상착의를 메모해
두세요
·승용차를 타고 왔으면 차종과 번호판을
적어 두세요

2

고객이 떠난 뒤 위폐인 줄 알게되면...

·위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리하게 고객에게 위폐를 돌려주려 하지
말고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하세요

우리나라의 위폐방지 조직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해 한국은행,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분석

위조지폐 발견

➡
신고

일반 시민이 발견한 경우

일반인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고
위폐를 건네 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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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수사

진위감정 등

경찰청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통계입력, 분석
경찰청
한국은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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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제조,
판매, 수입•수출하면...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위조지폐라도 위폐인 줄 알면서 쓰게 되면 형법(제2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화폐도안 이용 기준
돈으로 쓰기 위해
위•변조 화폐를
취득하면...

화폐도안을 무분별하게 복제하도록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
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
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 범위(www.bok.or.kr) 안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때 널리 제작·유통되었던‘행운의 황금지폐’
와 같은 화폐 모조품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변조 화폐인줄

알면서도
돈을 쓰면...

한편 영화, 방송용 소품으로 화폐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제작·사용해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Tel : 02-759-4603)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화폐 모조품 : 행운의 황금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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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년 2회에 걸쳐 화폐 위조범을 검거한 경찰서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개인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1

사례2

사례3

위폐범 A는 기번호가 "AK1441861J"인

위폐범 B와 C는 사무실에서 복합기를

고등학생인 D군은 오만원권 지폐 40장

만원권을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

이용하여 오만원권 지폐 60장을 위조

을 복합기로 위조한 후, 친구인 E와 F

터를 이용하여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

하였다. 범인은 위폐로 소액의 택시요

군에게 20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었다. 범인은 진짜 만원권 절반과 가

금을 내거나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

주로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매점, 노점

짜 만원권 절반을 붙여 식별을 어렵게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7장의 위폐

상에서 위폐를 사용한 후 거스름 돈을

하였으며, 여기에 가짜 홀로그램까지

를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2010.12)

받아 챙겼다. 그러다 E군이 복권을 구

부착하였다. 그러나 만원으로 천원 정

입하려고 위폐를 사용하고 이를 수상

도의 물건만 계속 사가는 것을 수상히

히 여긴 복권판매점 업주의 신고로 전

여긴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원 검거되었다. (2011.6)

잡혔다. (2009.12)

| 캐치 미 이프 유 캔 |
(2003, 미국)

| 카운터페이터 |
(2007, 독일, 오스트리아)

| 영웅본색 | (1986, 홍콩)

| 위조지폐 | (2009,일본)

1965년에 있었던 실화를 다룬 영
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기·
위조범 프랭크역을 맡았고 FBI수
사관과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경쾌하게 풀어냈다.

독일에서‘위조의 제왕’
으로 명성
을 떨치며 화려한 삶을 살던 살로
몬 소로비치는 경찰에 체포된 후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피비린내 나는 암흑 세계 속 사
나이들의 우정과 의리를 감동적
으로 보여준 오우삼의 대표작.

전후 혼란기, 일본의 한 농촌 마
을! 종이 제작상부터 학교 선생님
까지 마을 주민 전체가 합심하여
'위조지폐' 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이유는 단 하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낸 프랭크는 조종사로 위장,
공짜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
은 물론 회사 수표를 위조해 140
만 달러를 가로챈다.
또 FBI 최고 요원을 속이고 정부
비밀요원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타고난 그림 실력과 예술적 재능
으로 나치 친위대 간부들의 초상
화를 그려주며 다른 수용자들보
다 편한 생활을 하던 소로비치는
수용자 중에 전직 인쇄 기술자,
은행 직원들과 함께 나치의 대규
모 위폐 생산과 공문서 위조 작전
인‘베른하트 작전’
에 투입된다.

주인공 주윤발이 달러 지폐에
불을 붙여 멋지게 담배를 피우
던 장면...이 달러가 위조지폐인
것을 기억하나요?

이들은 어설프게 만든 위조지페
를 사용하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
하지 못하고 전원 구속된다.

당시 프랭크는 17살의 고등학생으
로 12년형을 선고 받지만,
그의 천재성을 인정한 FBI가 위조
수표 감별 역할을 맡기며 위조방
지 수표를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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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권 | 오천원권 | 천원권

위조방지장치는 지폐용지를 만들 때 심는 것과,
인쇄할 때 심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지제조
과정

▶
❷ 종이 제조에 적합하도록
섬유를 자릅니다.

▶
❸ 액체 상태의 펄프를 종이
로 뜹니다.
(숨은그림, 은선 삽입)

❹ 제조된 용지는 물기를 제거하여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

❶ 지폐의 원료는 목화(솜) 입니다.

▶

인쇄 과정

◀

◀
◀

❹ 뒷면에 실크스크린 인쇄로
액면숫자를 인쇄합니다.
(색변환잉크)

◀
❸ 홀로그램을 붙입니다.

◀
❷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
에 평판인쇄 합니다.
(앞뒷면맞춤)

❶ 디자인을 제작합니다.

▶

▶
❺ 인물과 글자 부분이 오톨도톨하
게 드러나는 요판인쇄 합니다.
(미세문자, 요판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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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❻ 지폐의 상하에 기번호를
활판인쇄 합니다.

▶
❼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하고 포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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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위폐를 왜 슈퍼노트라고 할까?
슈퍼노트는 Super(굉장한, 특별한) + Note(지폐)의 합성어로 정교한 위조지폐를
의미하지만 통상 100달러 위조지폐를 지칭합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은행에서 발견된 100달러 위폐를 내로라하는 위폐감별사들이 전혀 판별하지
못했다고 해서 놀랄만큼 정교한 위폐, 즉‘슈퍼노트’
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20달러]

[영국 20파운드]
2000년 이후 새 지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으나 위폐 발견
장수가 여전히 많다. 2009년 기준으로 1백만장당 218장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범죄 조직이 위폐를
만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 100위안]

2001년 위폐가 범람하여 소매상들이 지폐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새 지폐 발행, 대국민 홍보강화 등 위폐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폐가 크게 감소하였
다. 2011년말부터 일부 권종에 플라스틱 재질의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위폐가 ATM에서도 유통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100위안화가 위조대상이다. 위폐범들은 숨은은
선, 숨은그림, 돌출은화와 요판인쇄 기법까지 정교하게 사용
한다. 2007년에 모두 9백만장의 위폐가 발견되었다는 보도
가 있었으나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미국 100달러]
[유로지역 20유로]
유럽연합 17개 국가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
행에서 지폐 발행과 위폐방지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감소세였던 위폐가 최근들어 증가하는 모습
을 보여 새 지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일본 10000엔]
OECD 국가 중 위폐가 가장 적다. 2001년 1000엔 위폐가 자
동판매기, 승차권 발매기에서 다량 발견되고 위조기법도 정
교하여 2004년부터 새 지폐를 발행하였다. 그 후로 위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달러화는 100달러 지폐의 2/3가 해외
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
고 있는 지폐도 미달러화이다. 미국은 만연한 위폐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865년 비밀수사국을 설립하였으며,
지금도 재무부, 연준이사회, 비밀수사국이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위폐 차단에 나서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기나라 지폐에서 위폐가 생
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
폐 발견장수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 50달러]
위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1988년 지폐 용지를 면섬유에
서 플라스틱으로 바꾸었다. 플라스틱 재질은 뉴질랜드, 멕시코
등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으며 투명창 등 독특한 위조방지장치
를 가지고 있다. 재질변경 후 감소세를 보이던 위폐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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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통지폐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
수는 2009년 3.0장에서 2010년은 2.4장으로 감
소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1/10 수준이고,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수십배나
많은 비율의 위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는 가장 위조가 많이 되고 있는 지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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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형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신규 적용
•오만원권은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띠형 홀로그램 적용
•지폐 크기 축소
는 액면별로 새 화폐가 발행될 때마다 순서대로 매깁니다.

오천원권 (2006)

오천원권 (1977)
(표준영정 사용)

만원권 (1979)

1977

천원권 (2007)

만원권 (1994)
•미세문자
•요판잠상
•부분노출은선

(표준영정 사용)

만원권 (2000)
•돌출은화

만원권 (2007)

오천원권 (2002)
•부분노출은선
•숨은막대

1979
1994

•오만원권 (2009)

•숨은그림 신규 적용
•요판인쇄, 기하학적 무늬를 확대 적용
오천원권 (1972)

•크기는 액면이 커짐에 따라
가로·세로 방향으로 모두 확대

2000
천원권 (1983)

만원권 (1973)

오천원권 (1983)

2002
천원권 (1975)

•앞뒷면맞춤,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
위조방지장치 신규 적용
•크기는 액면이 커짐에 따라 가로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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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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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역사적으로 주화가 지폐보다 훨씬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조주화의 역사도 매우 화려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주화를 만들어 쓰던 시절에는
값싼 금속으로 만들어진 위조주화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또 완
전한 위조는 아니더라도 귀금속의 순도를 떨어뜨리거나, 주화

위조지폐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피해가 돌아

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어 무게를 줄이는 편법도 이용되었습니

갑니다. 신용카드 사기 피해자는 카드회사로부터 보

다. 그러자 각국 정부는 주화의 옆 테두리에 톱니 모양이나 문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조지폐를 받은 피해자는 중

자·문양을 새겨 넣어 가장자리를 긁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

앙은행으로부터 상환(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

다. 우리나라 주화의 테두리에도 톱니모양이 있는데 50

다. 한국은행은 진폐에 대해서는 지불의무가

원화는 109개, 100원화는 110개, 500원화는 120개가 새
겨져 있습니다.

있으나, 위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
다. 위조지폐에 대해 상환 또는 보상을 해 줄 경우
오히려 위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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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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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장치이며 이는 별도로 제작하여
지폐에 부착합니다

최근에는 위조된 주화가 자동판매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파운드 주화가 약 15억개 유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8%인 4,100만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져 선진국
가운데 가장 위조주화가 많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조주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 우리나라 500원화를 크기가 비슷한 일본 500엔으로 속여 사용한 예가 있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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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속가격이 급상승하자 주화를 녹여 파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위조라기 보다
는 훼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폐의 주 재료는 100% 면으로 일반 종이와
달리 변조가 어렵고 잘 훼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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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is a convenient and immediate payment method. But any bill you accept could potentially be a
counterfeit.
Most counterfeit bills get into circulation at the checkout counter. That makes you part of the first line of
defence against counterfeiting. A counterfeiter's success depends on whether or not you check the money
you are offered as payment.
Verifying banknote is a quick, reliable, and inexpensive way to avoid counterfeits. It takes just a few minutes
to learn how to verify bills, and only seconds to check them.

화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방문하세요!
■ 한국은행 발권국 : www.bok.or.kr
TEL : 02) 759-4114(대표전화), 4603(발권정책팀)
FAX : 02) 759-4600
E-Mail : issuepol@bok.or.kr

New series of 1,000-won, 5,000-won, 10,000-won and 50,000-won notes began to be put into circulation
from 2006. In order to prevent forgery of its banknotes, the Bank of Korea provides them with special
security features. All four denominations have many security features in common. But the details of the
security features are slightly different on each denomination.
•The security features are Hologram, Watermark, (Windowed)
Security Thread.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 http://museum.bok.or.kr
TEL : 02) 759-4881

■ 한국은행 지역본부
·부산본부 : 051) 240-3700 ·대구경북본부 : 053) 429-0301
·목포본부 : 061) 241 -1000 ·광주전남본부 : 062) 601-1000
·전북본부 : 063) 250-4000 ·대전충남본부 : 042) 601-1114
·충북본부 : 043) 220-0550 ·강원본부 : 033) 258-3200
·인천본부 : 032) 880-0114 ·제주본부 : 064) 720-2411
·경기본부 : 031) 250-0114 ·경남본부 : 055) 260-5114
·강릉본부 : 033) 640-0100 ·울산본부 : 052) 259-7400
·포항본부 : 054) 289-2800 ·강남본부 : 02) 560-1114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other free material on banknote
security and counterfeit prevention, contact the Bank of
Korea at;
• www.bok.or.kr
• TEL : 02) 759-4114, 02) 759-4603
• FAX : 02) 759-4600
• E-Mail : issuepol@bok.or.kr

Get to know Korea's paper money.
And make it a habit to check to protect.

위조지폐 2.4
2011. 8. 20
발행처
인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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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발행

한국은행 발권국
(주)제일프린테크

※ 이 책에 실린 글과
글 사진은 한국은행 발권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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