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으로서 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국은행 창립 이후 발행된 화폐를 요약 정리한「대한민국 화폐연대표」
를 2000년에 발간한 데 이
어 이듬해에는 일부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새 은행권과 오만원권 발행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모양과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
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념주화도 새로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창립 60주년을 맞아「대한민국 화폐연대표」
의 체제 및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제목도 바꾸어「대한민국의 화폐」
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자에는
2001년 이후 발행된 화폐를 추가하는 한편 화폐별로 도안과 함께 발행배경 및 특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 화폐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화폐품위의 향상은 물론 화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발권국장 이 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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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한국은행 창립 (1950년 한국은행 창립부터 1953년 긴급통화조치까지)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법률 제 138호「한국은행법」
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
은 설립 당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100圓, 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일본정부
의 소액보조화폐 등을 승계하였다.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었으나 창립한지 불과 13일 만에 6∙25전
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의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한 최초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
을 피난지인 대구에서 1950년 7월 22일 처음 발행하였다.
그리고 1952년 10월 10일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새 액면인 500圓권과 新 1,000圓권
을 새로 발행하였다.

圓에서

으로 (1953년 긴급통화조치부터 1962년 긴급통화조치까지)

정부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
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圓에서

으로 변경(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 '표
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동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한국은
행은 5종류의 은행권(1,000 권, 100 권, 10 권, 5 권, 1 권)을 발행하였으며 1962년 긴
급통화조치까지 도안이나 색깔 등이 바뀐 새로운 은행권을 몇 차례 발행하였다.
한편 1959년에는 화폐체계를 정비하고 화폐제조비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0 화, 50 화 및 10 화 등 3종의 주화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에서 원으로 (1962년 긴급통화조치이후 1960년대)
정부는 1962년부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 '표시 화폐를 '원'표시로 변경(10 → 1원)
하고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 화와 10 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
통). 동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한국은행은 6종의 새로운 은행권(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
권, 5원권 및 1원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은행권 권종체계는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및 500원의 8종이 되었다. 이후 은행권은 도안 등을 바꾸어 몇 차례 같은 액

면의 새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1966년 8월 16일에는 10원화, 5원화 및 1원화를 새로 발행하면서 그동안「주화의 통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의해 1/10로 조정하여 예외적으로 통용시키던 10 화와 50 화를 대체하
였다.

1원에서 10,000원까지의 액면체계 정립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화폐가「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및 1원」
으로 액면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70년 11월 30일에 100원화, 1972년 12월 1
일에는 50원화를 발행하여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거래 단위가 높아져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1972년 7월 1일 5,000원권(가5,000천원권), 1973년 6월 12일에는
10,000원권(가10,0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1975년 8월 14일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1,000원권(가1,000원권)을 발행하였다.

화폐체계 정비 및 위조방지장치 강화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1980년대 이후에는 화폐체계를 정비하고 위조방지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1982
년 6월 12일에 액면 500원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고 1983년 1월 15일에는 주화 종류별로 다소
불일치되어 있던 액면간 도안의 구성을 통일하여 100원화, 50원화, 10원화, 5원화 및 1원화를
발행함으로써 주화 체계를 완성하였다.
은행권은 1983년 6월 11일에 나1,000원권과 함께 다5,000원권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다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이후에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돌출은화 등 위조방지장
치를 강화하면서 1994년 1월 20일에 라10,000원권, 2000년 6월 19일에 마10,000원권,
2002년 6월 12일에 라5,000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첨단 위조방지장치 적용 및 디자인 개선 (2006년 이후)
2006년 이후에는 은행권에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고 디자인 면에서도 예술적 세련
미가 가미된 시기이다. 2006년 1월 2일 마5,0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2007년 1월 22일에 바
10,000원권 및 다1,000원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 23일에는 10,000원권이 최초
발행된 지 36년만에 새 고액권인 5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이들 은행권에는 위조방지를 위하여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색변환잉크, 요판잠
상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 적용되었다. 은행권의 크기가 선진국 수준
으로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해졌으며 색상이 보다 밝고 화려해졌다. 문자와 숫자, 총재 직인, 점
자 등 전체 도안 체제도 현대적 감각으로 대폭 바뀌었다. 또한 과학, 미술, 사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가 채택되고 참신한 바탕무늬가 사용되는 등 도안 이미지가 복합화되었다.

Ⅱ. 은 행 권
1.‘圓’
표시 은행권

6∙25전쟁중 발행된 최초의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창립시에 조선은행이 발행한 조선은행권과 일본정부 소액보
조화폐 등을 승계하였다.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었으나 창립한지 불과
13일 만에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의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한 최초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피난지인 대구에서 1950년 7월 22일 처음 발행하였다.
1,000圓권의 도안은 주일 대표부내에 걸려있던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가 이용되었으며,
100圓권은 주일 대표부에 소장되어 있던 책 가운데에서 골라낸 광화문이 도안의 주소재로 이용
되었다. 당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도안은 최소한의 미술적 품위와 위조방지 효과를 유지하는 선
에서 숨은글자가 들어간 특수지에 평판인쇄되었다.
1952년 10월 10일에는 新 1,000圓권과 500圓권이 발행되었는데, 이 두 은행권도 숨은글
자를 넣은 특수지에 평판인쇄된 것이다. 두 권종의 도안은 동일하였으나 크기와 색깔은 달랐다.

1950. 6. 12.

한국은행 창립

6. 25.

6. 25전쟁 발발

6. 28.

한국은행,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

6. 29.

한국은행, 동경지점을 통해 일본정부에 한국은행권 제조 요청

7. 20.

최초 한국은행권 발행 공고

7. 22.

한국은행, 1,000圓권 및 100圓권을 대구에서 발행

10. 19.

금융통화위원회, 1,000圓권 및 100圓권 발행 의결

1951. 10.

1.

1952. 9. 18.
10. 10.

한국조폐공사, 1,000圓권 인쇄작업 착수
금융통화위원회, 新 1,000圓권 및 500圓권 발행 결정
한국은행, 新 1,000圓권 및 500圓권 발행

규통정격 : 171 × 78㎜
유통정지 : 1953. 2. 17.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덩굴무늬
제 조 처 : 일본대장성인쇄국 (500기호까지)

규통정격 : 158 × 78㎜
유통정지 : 1953. 2. 17.

도안소재 : 광화문 / 덩굴무늬
제 조 처 : 일본대장성인쇄국

규통정격 : 155 × 65㎜
유통정지 : 1953. 2. 17.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탑골공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45 × 61㎜
유통정지 : 1953. 2. 17.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탑골공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2.‘ ’
표시 은행권

圓에서

으로

정부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
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圓에서

으로 변경(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圓’
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
표
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한국은행은 1953년 2월 17일부
터 새 은행권 5종을 발행하여‘圓’
표시 화폐와 교환하였다.
당시 발행된 5종류 은행권은 모두 평판인쇄된 것으로서 해방 이후 나온 어떤 은행권보다
고급용지를 사용한 고품질 은행권이었다. 즉, 형광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자외선을 비추면 붉은
바탕이 금빛으로 변하고 번호의 검정색이 갈색으로 바뀌는 데다 은행권 용지에 색사를 넣어 위
조가 어렵게 특수제조된 것이었다.
1,000 권, 100 권, 10 권은 색상만 서로 약간 다르고 크기와 도안이 모두 같았는데,
앞면에는 거북선, 뒷면에는 한국은행 휘장이 도안소재로 사용되었다. 5 권과 1 권은 크기가
같고 색상도 유사하였다
한편 화폐단위가 圓에서

(환)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들 은행권은

을‘원’
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은행권은 긴급통화조치 결정 이전에 이미 다른 용도로 미국연방인쇄국에서
제조한 뒤 국내에 반입하여 보관해 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1953. 2. 15.

정부, 긴급통화조치 단행(2. 17. 시행)
—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와 동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관련 규정
의 공포

1953. 2. 15.
2. 17.

금융통화위원회, 1,000
결정
한국은행, 1,000

권, 100

권, 100

권, 10

권, 10
권, 5

권, 5
권, 1

권, 1

권, 발행

권 발행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거북선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미국연방인쇄국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거북선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미국연방인쇄국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거북선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미국연방인쇄국

규통정격 : 111 × 54㎜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덩굴무늬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미국연방인쇄국

규통정격 : 111 × 54㎜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덩굴무늬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미국연방인쇄국

미국제조 은행권에서 국내제조 은행권으로

1953년 통화조치시 발행한 미국제조 은행권을 국내제조 은행권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1953년 3월 17일에 新 10 권,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新 100 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발행초
기에는 新 10 권 및 新 100 권 모두 황색 용지를 사용하여 제조∙발행하였으나, 新 10 권은
1953년 12월 15일부터, 新 100 권은 이듬해 2월 1일부터 각각 백색 용지로 바꾸어 발행하였다.

미국제조 은행권과 국내제조 은행권의 차이
미국제조 은행권
도안소재

- 뚜렷한 주소재가 없음

국내제조 은행권
- 뚜렷한 앞∙뒷면 소재를
- 사용하여 권종 구분 편의 도모

「한국은행권」
등

- 우측에서 좌측으로 표기

- 좌측에서 우측으로 표기

-“원”및“WON”

-“환”및“HWAN”

문자 표기방법
화폐단위 표기

<자주 묻는 질문>

Q. 옛날 돈을 현재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까? 교환할 수 있다면 얼마에 교환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한국은행은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원’
표시 화폐에 대해서만 액면 금액으로 교
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발행된‘圓’
표시 또는‘ ’
표시 또는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화폐는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액면금액과 다르게 거래되기
도 합니다.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남대문 / 해금강 총석정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남대문 / 해금강 총석정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독립문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독립문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1956년 3월 26일에는 새로운 액면인 500 권을 발행하였다

1957년 3월 26일에는 新 1,000 권을 발행함으로써 소액화폐인 5 권 및 1 권을 제외
하고는 미국제조 은행권을 모두 국내제조 은행권으로 대체하였다.

1958년 8월 15일에는 소액화폐로서 50 권을 발행하면서 500 권의 도안을 다소 변경
한 新 500 권도 발행하였다.

규통정격 : 156 × 73㎜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덩굴무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73㎜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덩굴무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73㎜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이승만 초상 / 덩굴무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49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독립문 / 이순신 동상, 거북선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세종대왕 초상 등장

1953년 2월 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새로운 은행권은 모두 7개 권종에 달하였는데, 이중
50 권 및 新 10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을 앞면 도안의 주소재로 채택하
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의 정치적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제거
하고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경제현실화 정책이 실시되자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
을 상징하는 뜻에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1960년 8월 15일에 도안인물을 세종대왕으로 변경한 改 1,000 권을 발행하였고, 이어
1961년 4월 19일에 역시 세종대왕을 도안인물로 한 改 500 권을 발행하였다. 이 두 은행권은
‘한국은행’문자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였다.

최단명 한국은행권

1962년 5월 16일 改甲 100 권을 발행하였다. 改甲 100 권은 당시 제1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 추진을 위한 국민의 저축심 앙양을 위하여 저축통장을 들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이 도안소재로 채택되었으며, 앞뒷면 모두 한자사용 없이 순수한 한글만으로 표기된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改甲 100 권은 그 해 6월 10일의 통화조치로 발행된지 불과 20여일만에 유통이
금지됨으로써 한국은행권이 발행된 이래 최단기간 유통된 화폐로 기록되었다.

규통정격 : 165 × 73㎜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성화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73㎜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한국은행 본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통정격 : 156 × 66㎜
유통정지 : 1962. 6. 10.

도안소재 : 모자상 / 독립문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3.‘원’
표시 은행권

에서 원으로

정부는 1962년부터「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
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
표시 화폐를‘원’
표시로 변경(10

→

1원)하고‘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 동 통화조치에 의해 한국은행은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을 발행하였다.

당시 발행된 은행권은 영국 토마스델라루社(Thomas DeLaRue)에서 제조한 것이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면 도안의 주소재를 보면 500원권은 남대문, 100원권은 독립문, 50원권은
해금강 총석정, 10원권 이하는 한국은행 휘장으로 하여 모든 권종에 인물초상을 도안소재로 사
용하지 않았다.
둘째, 은행권의 크기는 500원권, 100원권, 50원권은 같게 하고 10원권 이하 소액권은 단
계적으로 줄였으며, 용지는 500원권에 처음으로 위조방지용 특수은선이 삽입된 금속선입 특수
지를, 100원권 이하에는 색사가 들어간 특수지를 사용하였다.
셋째, 인쇄방법을 보면 500원권 및 100원권에 처음으로 요판인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은
행권의 품위향상과 위조방지 효과를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2. 6.

9.

정부, 제3차 긴급통화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6. 10. 시행) 공포
금융통화위원회,‘원’
표시 은행권 발행 결정

6. 10.

한국은행,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 발행

8. 28. 「주화의 통용에 관한 임시조치법」공포 시행
- 50 화 및 10 화를 10분의 1로 조정된‘원’
화로 간주하여 그대로
통용토록 함

규행중격 : 156 × 66㎜
발행중지 : 1967. 2. 3.

도안소재 : 남대문 / 성화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규행중격 : 156 × 66㎜
발행중지 : 1969. 2. 14.

도안소재 : 독립문 / 성화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규행중격 : 156 × 66㎜
발행중지 : 1970. 5. 20.

도안소재 : 해금강 총석정 / 성화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규행중격 : 108 × 54㎜
발행중지 : 1962. 9. 1.

도안소재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규행중격 : 94 × 50㎜
발행중지 : 1969. 5. 1.

도안소재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규행중격 : 94 × 50㎜
발행중지 : 1970. 5. 20.

도안소재 : 한국은행 휘장
제 조 처 : 영국 토마스델라루사

영국제조 은행권에서 국내제조 은행권으로

1962년 6월 통화조치시 발행했던 영국제조 은행권중 10원권과 100원권을 국내제조 은행
권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그해 9월 21일 나10원권을 발행한데 이어, 11월 1일에는 나100원권을
발행하였다.

나10원권의 경우 당시 소액거래에 주로 쓰이던 10원권의 품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크기를
종전보다 크게 하고, 도안도 앞면에 첨성대, 뒷면에는 거북선을 주소재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은
행 휘장만을 채택했던 가10원권에 비해 도안소재를 다양화하였다. 그러나 나100원권의 경우에
는 뒷면 도안의 주소재를 성화에서 경회루로 바꾸었을 뿐, 은행권의 크기와 앞면 도안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
표시 은행권

1962년 12월 1일에는 소액 끝전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10전권과 50전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은행권 권종체계는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및 500원의 8종이 되었다.

규행중격 : 140 × 63㎜
발행중지 : 1973. 10. 30.

도안소재 : 첨성대 / 거북선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56 × 66㎜
발행중지 : 1973. 10. 30.

도안소재 : 독립문 / 경회루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90 × 50㎜
발행중지 : 1980. 12. 1.

도안소재 : 덩굴무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90 × 50㎜
발행중지 : 1980. 12. 1.

도안소재 : 덩굴무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최초의 국내제조 요판인쇄 은행권

1965년에 한국조폐공사가 요판인쇄시설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요판인쇄 은행권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는 요판인쇄방식으로 인쇄할 경우 인쇄판상의 오목한 부분에 투입된 잉크가 강한
압력으로 은행권 용지에 인쇄됨으로써 인쇄후 잉크가 돌출되어 촉각에 의한 구별이 쉽고 정교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965년 8월 14일 다100원권과 1966년 8월 16일 나500원권을 차례로 발행하였다.
다100원권은 최초의 국내제조 요판인쇄 은행권으로 크기는 종전과 같으나 앞면 도안은 독립문
에서 세종대왕 초상으로, 뒷면 도안은 경회루에서 한국은행 본점 건물(현 화폐금융박물관)로 변
경되었다. 나500원권의 경우에는 앞면 도안은 종전과 같이 남대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뒷면
도안은 종전의 성화를 거북선으로 변경하는 한편 크기를 가로, 세로 모두 확대하였다. 인쇄방법
을 보면 다100원권의 경우에는 앞면만 요판인쇄하였으나, 나500원권은 앞뒷면을 모두 요판인
쇄하였다.

이어 1969년 3월 21일 나50원권을 발행하였다. 나50원권은 소액권종임에도 불구하고
요판인쇄방식에 의해 제조되었다. 크기가 종전보다 작아졌으며, 도안은 탑골공원을 주소재로 사
용하였다.

이로써 1962년 통화조치로 영국에서 제조되어 발행된 6개 권종 중 주화로 대체된 5원권
및 1원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제조 은행권으로 대체되었다.

규행중격 : 156 × 66㎜
발행중지 : 1980. 12. 1.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한국은행 본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65 × 73㎜
발행중지 : 1975. 5. 10.

도안소재 : 남대문 / 거북선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49 × 64㎜
발행중지 : 1973. 10. 30.

도안소재 : 탑골공원 / 봉화, 무궁화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고액면 은행권 발행

1960년대 중반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여 1970년대에 들어 새로운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000원과
10,000원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10,000원권을 먼저 발행키로 하고, 도안소재로는 앞면에 석굴암 여래좌상, 뒷
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0,000원권의 발행을 앞두고 도안소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도안소재로 사용키로 했던 석굴암 여래좌상은 국가와 민족을 대표
하는 전통 문화유산이지만 종교적 상징물로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000원권은 새로운 도안이 결정될 때까지 발행을 유보하고 1972년 7월 1일
5,000원권(가5,000원권)을 먼저 발행하였다. 5,000원권의 도안소재로는 앞면에 율곡 이이의
초상, 뒷면에는 한국은행 본점 건물이 채택되었으며, 앞면 왼편에는 율곡의 초상이 숨은그림으
로 삽입되었다. 이외에 세로방향의 숨은선, 자외선 감응색사 등이 10,000원권과 마찬가지로 은
행권 용지에 적용되었다.

한편 발행이 유보되었던 10,000원권의 앞면 도안을 세종대왕 초상으로, 뒷면 도안을 경
복궁 근정전으로 변경하고 앞면 왼편에 석굴암 보살을 숨은그림으로 삽입하여, 이를 그 이듬해
인 1973년 6월 12일 발행(가10000원권)하였다.

1972.

1.

4.

정부, 10,000원권(도안소재 : 석굴암) 및 5,000원권(도안소재 : 이이 초상)발행
승인

4. 10.

금융통화운영위원회, 10,000원권 발행 의결

6. 15.

금융통화운영위원회, 5,000원권 발행 의결 및 10,000원권(도안소재 : 석굴암)
발행 보류

7.

한국은행, 가5,000원권 발행

1.

7. 24.
1973. 5. 17.
6. 12.

정부, 10,000원권 신규도안(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에 대한 승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도안 변경된 10,000원권 발행 의결
한국은행, 가10,000원권 발행

규행중격 : 167 × 77㎜
발행중지 : 1980. 12. 1.

도안소재 : 이이 초상 / 한국은행 본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71 × 81㎜
발행중지 : 1981. 11. 10.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경복궁 근정전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효과를 강화한 다500원권

인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조색이 주로 흑색계통인 500원권 위조지폐가 남발됨으로써
화폐유통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73년 9월 1일 모양과 색상을 새롭게 바꾼
다500원권을 발행하였다.

다500원권 도안은 앞면에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과 거북선을, 뒷면에는 현충사를 주소재
로 사용하였고, 기조색은 종전의 흑색에서 청색, 황색, 적색 등으로 다양화하여 위조방지효과를
제고하였다.

1,000원권(가1,000원권) 발행

5,000원권 및 10,000원권의 발행으로 각종 거래의 편의 제고와 화폐의 원활한 유통은 물
론 은행권의 제조량 감축으로 화폐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득증대와 물가상승
에 따른 거래단위 금액의 상승으로 중간권종의 은행권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75년 8월 14일
1,000원권(가1,000원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가1,000원권의 앞면에는 퇴계 이황의 초상과 무궁화를, 뒷면에는 도산서원의 전경을 도
안의 주소재로 채택하였으며, 앞면 왼편에 무궁화를 숨은그림으로 삽입하였다.

규행중격 : 159 × 69㎜
발행중지 : 1993. 5. 12.

도안소재 : 이순신 초상 / 현충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63 × 73㎜
발행중지 : 1993. 5. 12.

도안소재 : 이황 초상 / 도산서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표준영정의 채택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기념사업회에서 선현에 대한 동상을 건립하거나 영
정을 제작할 때 자체적으로 제작한 초상을 사용함에 따라 제작처마다 그 모습이 상이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1973년 5월 8일 국무총리 지시 제6호와 1973년 6월 30일「선현
의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
가 제정됨에 따라 화폐도안용 영정 제작시에도 정부
의 사전심의를 받아 표준화된 선현의 모습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500원권 및 가1,000원권의 도
안은 정부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것이었으나 가5,000원권 및 가10,000원권의 경우에는 표준영
정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도안 초상을 표준영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표준영정의 채택을 통해 화폐도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1977년 6월 1일에
나5,000원권을, 1979년 6월 15일에는 나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가5,000원권과 가10,000원권을 최초로 발행할 당시에는 숨은그림이 삽입된 은행권
용지를 영국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나5,000원권과 나10,000원권은 숨은그림이 삽입된
은행권 용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나5,000원권은 종전의 가5,000원권과 크기는 같게 하되 앞면에 표준영정으로 제작된 율
곡 이이의 초상을, 뒷면에는 오죽헌의 전경과 무궁화를 주도안소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
5,000원권 용지에 삽입되어 있던 숨은선을 제거하는 한편, 앞면 왼편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율곡 이이의 초상을 숨은그림으로 넣었다.

나10,000원권은 앞면에 표준영정으로 수정된 세종대왕 초상과 물시계를, 뒷면에는 경회
루 전경과 무궁화를 도안의 주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세종대왕 초상을 숨은그림으로 삽입하고
3종의 형광색사를 첨가함으로써 위조방지효과를 제고하였다.

1973. 6. 30.

정부,「선현의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 절차」제정

1976. 5. 21.

한국조폐공사, 숨은그림 삽입 10,000원권 용지 생산

11. 24.
1977. 4.

8

한국조폐공사, 숨은그림 삽입 5,000원권 용지 생산
정부, 나5,000원권 발행 승인

4. 2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나5,000원권 발행 의결

6.

1.

한국은행 나5,000원권 발행

10.

11.

10. 18.
1979. 6. 15.

정부, 나10,000원권 발행 승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나10,000원권 발행 의결
한국은행 나10,000원권 발행

규행중격 : 167 × 77㎜
발행중지 : 1993. 5. 12.

도안소재 : 이이 초상 / 오죽헌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행중격 : 171 × 81㎜
발행중지 : 1993. 5. 12.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화폐체계 정비

1970년대 고액면 은행권 발행시 그 규격을 계속 확대해 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크기가 다소 커서 휴대, 보관 등에 불편하였다. 그리고 은행권의 지질 및 인쇄기술 수준이 다소
낮아 은행권의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았다. 또한 컬러복사에 대비한 위조방지장치가 미비
되어 있었던 데다 자동정사기, 현금지급기 등 화폐관련 업무의 기계화 추세에 걸맞는 기계감응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화폐체계정비 계획을 수립
하고 정부의 승인 및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3년 6월 11일 나1,000원권과
다5,0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다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1981. 10. 20.

정부앞「화폐체계 정비방안」
제출
— 은행권 체계 정비

규격

가로∙세로확대형 → 가로확대형
(세로를 액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76㎜로 고정,
가로를 액면의 크기에 따라 5㎜씩 확대)

도안

도안 주소재인 인물초상은 그대로 두되 시각적인 입체감을 강화
하기 위해 보조소재(1,000원권 투호(投壺), 5,000원권 벼루) 등
을 추가

색상

유색용지 사용을 통한 색의 선명도 제고

위조

앞면 왼편에 숨은 그림 삽입,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 도입

방지장치

— 주화 도안체계 정비 및 500원화 발행 제안
1982.

1.

8.

정부, 신은행권(다10,000원권, 다5,000원권, 나1,000원권) 및 주화(500원
화, 나100원화, 나50원화, 다10원화, 다5원화, 다1원화) 발행 승인

1. 2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신은행권(다10,000원권, 다5,000원권, 나1,000원권)
및 주화(500원화, 나100원화, 나50원화, 다10원화, 다5원화, 다1원화)
발행 의결

1983. 6.

11.

한국은행, 나1,000원권, 다5,000원권 발행

10.

8.

한국은행, 다10,000원권 발행

규 격 : 151 × 76㎜

도안소재 : 이황 초상 / 도산서원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56 × 76㎜

도안소재 : 이이 초상 / 오죽헌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61 × 76㎜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지속적인 위조방지장치 보강

1980년대 후반 컬러복사기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자, 한국은행은 기존 은행권의 위조방
지장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
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1994년 1월 20일 라10,000원권을 발행하고, 기존의 다10,000원과 함
께 통용키로 하였다.

라10,000원권은 다10,000원권과 도안, 크기, 색상에 있어 차이점이 없으나 부분노출은
선,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간섭무늬 등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라10,000원권이 새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컴퓨터 및
스캐너, 컬러복사기 등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위조위험이 다시 높아지자 2000년
6월 19일 새로운 마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마10,000원권에는 시변각잉크, 돌출은화 등 새로운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숨은
그림의 크기 및 부분노출은선도 폭과 길이를 확대였다. 또한 화폐의 앞면 왼쪽하단에 한국은행
저작권(ⓒ한국은행 2000)을 표시하였다. 이밖에도 현금취급기기에서 위조지폐 적발이 용이하도
록 기계감응장치를 개선하였다.

두 번에 걸쳐 위조방지장치를 대폭 보강한 10,000원권을 발행하자 시중에서는 상대적으
로 위조가 쉬운 5,000원권 위조지폐가 상당수 유통되었다. 이에 2002년 6월 12일 새로운 위조
방지장치를 보강한 라5,000원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5,000원권에는 홀로그램 미세문자(BOK)가 인쇄된 부분노출은선과 숨은막대 및
한국은행 저작권표시를 새로 적용하였으며, 숨은그림 및 점자크기를 확대하고 볼록인쇄부분의
볼록촉감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폐번호의 표시방법을 10,000원권과 동일하게 숫자를 먼저, 문
자를 나중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규 격 : 161 × 76㎜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61 × 76㎜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경회루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56 × 76㎜

도안소재 : 이이 초상 / 오죽헌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 새 은행권

2000년대 들어 마10,000원권, 라5,000원권 등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은행권이 발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 컴퓨터 관련기기의 보급 확대와 성능 향상으로 위조
지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위조방지장치를 크게 강화한 새 은행권을 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2일에 마5,000원권을, 2007년 1월 22일에는 다1,000원권과 바1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새 은행권에는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었다. 마5,000원권에 홀로그램, 요판잠상, 색
변환잉크 등을 적용하였으며, 바10,000원권에는 홀로그램을 신규 적용하고, 요판잠상, 색변환
잉크 등을 대폭 확대 적용하였으며, 다1,000원권에는 요판잠상, 색변환잉크 등을 신규 적용하되
홀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았다.

은행권의 크기가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해 졌으며 색상이 보다 밝고 화려해졌다. 문자와
숫자, 총재 직인, 점자 등 전체 도안 체제도 현대적 감각으로 대폭 바뀌었다.

2005. 4. 18.

한국은행,「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발표

4. 19.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

6.

3.

정부, 마5,000원권 발행승인

6.

9.

금융통화위원회, 마5,000원권 발행 의결

7. 18.

정부, 바10,000원권 및 다1,000원권 발행승인

7. 21.

금융통화위원회, 바10,000원권 및 다1,000원권 발행 의결

2006.

1.

한국은행, 마5,000원권 발행

2007.

1. 22.

2.

한국은행, 바10,000원권 및 다1,000원권 발행

규 격 : 142 × 68㎜

도안소재 : 이이 초상 / 신사임당(傳) 초충도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48 × 68㎜

도안소재 : 세종대왕 초상 / 혼천의(혼천시계중 일부)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36 × 68㎜

도안소재 : 퇴계 초상 / 계상정거도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36년만의 새 고액권

10,000원권이 최초로 발행된 1973년 이후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달라졌는데 반해 은행권
의 최고액면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자기앞수표가 사실상 고액권을 대신하면서 적
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화폐사용에도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10,000원권이 최초 발행된 지 36년만에 새고액권인 5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50,000원권의 가장 큰 특징은 도안인물이 여성이며 뒷면을 세로 방향으로 디자인한 점이
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앞면 좌우 끝부분 중앙에 볼록하게 느껴
지는 다섯 줄무늬를 넣었다. 또한 50,000원권에는 바10,000원권, 마5,000원권 등 현용은행권
에 적용하고 있는 위조방지장치 이외에 띠형 홀로그램과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새롭게 적용하였다.

2006. 12. 22.
2007. 5.

국회,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 의결

2. 「고액권 발행계획」발표

2007. 5. 21.

도안소재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

2007. 6. 28.

후보 도안인물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7.

9.

전문가 의견조사

2007. 11.

5. 「고액권 도안인물 선정」발표

2007. 12.

7. 「고액권 도안 보조소재 선정」발표

2007. 12. 24.

정부, 발행 승인

2007. 12. 31.

금융통화위원회, 발행 의결

2009. 6. 23.

50,000원권 발행

규 격 : 154 × 68㎜

도안소재 : 신사임당 초상 /
월매도, 풍죽도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상점에서 물건값으로 만원권을 받았는데 다른 지폐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조화폐 여부
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A. 위조화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의「화폐/경제교육 > 우리나라의 화폐 > 위조방지장치 > 위조화폐 식별
요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별방법
은행권을 좌우로 기울이면 태극무늬가 상
하로, 은행권을 상하로 기울이면 태극무늬
부분노출은선 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체형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

×

×

×

○

○

○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색변환 잉크

뒷면 아래쪽 액면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
라 색이 변합니다.

○

○

○

○

요판잠상

오만원권의 경우 은행권을 기울이면 앞면
우측 하단의 원형 무늬속에서 숫자‘5’
가
나타납니다. 만원권∙오천원권∙천원권의
경우 앞면 하단의 무늬 속에서 문자
‘WON’
이 나타납니다.

○

○

○

○

숨은그림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그림 없는 부분
에 숨은그림이 나타납니다.

○

○

○

○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
되어 손으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

○

부분노출은선

점선 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납니다.

×

×

×

○

기타

진짜 은행권은 물이 묻어도 잉크가 묻어
나지 않습니다.

○

○

○

○

볼록인쇄
(요판인쇄)

(띠형)

(조각형- (조각형사각)
원)

×

<참고> 연결형 은행권

연결형 은행권은 화폐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화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화폐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 6월 4일 처음
발행하였다.

이후에도 2002년 6월 12일 나 1,000원권 4장형 및 라 5,000원권 2장형을 발행하는 등 2009년
12월 15일 다1,000원권 2장 연결형 은행권까지 모두 7종류의 연결형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2001. 4. 14. 정부, 연결형 은행권 발행 승인
2001. 4. 19. 금융통화위원회, 연결형 은행권 발행 의결

규 격 : 151 × 152㎜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302 × 152㎜

규 격 : 156 × 152㎜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755 × 608㎜

규 격 : 161 × 152㎜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규 격 : 142 × 136㎜

규 격 : 136 × 136㎜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Ⅲ. 주

화

6∙25전쟁중 발행된 최초의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창립시에 조선은행이 발행한 조선은행권과 일본정부 소액보
조화폐 등을 승계하였다.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었으나 창립한지 불과
13일 만에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의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한 최초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피난지인 대구에서 1950년 7월 22일 처음 발행하였다.
1,000圓권의 도안은 주일 대표부내에 걸려있던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가 이용되었으며,
100圓권은 주일 대표부에 소장되어 있던 책 가운데에서 골라낸 광화문이 도안의 주소재로 이용
되었다. 당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도안은 최소한의 미술적 품위와 위조방지 효과를 유지하는 선
에서 숨은글자가 들어간 특수지에 평판인쇄되었다.
1952년 10월 10일에는 新 1,000圓권과 500圓권이 발행되었는데, 이 두 은행권도숨은글
자를 넣은 특수지에 평판인쇄된 것이다. 두 권종의 도안은 동일하였으나 크기와 색깔은 달랐다.

1959. 5. 21.
6.

4.

금융통화위원회, 50
금융통화위원회, 100
50

10.

1.

화 및 10

화 및 10

화 발행 결정,

화 모양변경 결정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주화의 제조 발행 손상화폐 교환 및 소각에 관한 규정」
제정

10. 20.

한국은행, 50

화 및 10

10. 30.

한국은행, 100

화 발행

1975. 3. 22.

화 발행 결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50

화 발행
화 및 10

화의 유통정지 의결

소통정재 : Cu(70), Zn(18), Ni(12)
도통정안 : 거북선 / 액면
지통정름 : 22.86㎜
무통정게 : 3.69g
제 조 처 : 미국 필라델피아조폐창
유통정지 : 1975. 3. 22.

소통정재 : Cu(95), Zn(5)
도통정안 : 무궁화 / 액면
지통정름 : 19.10㎜
무통정게 : 2.46g
제 조 처 : 미국 필라델피아조폐창
유통정지 : 1975. 3. 22.

소통정재 : Cu(75), Ni(25)
도통정안 : 이승만 초상 / 액면
지통정름 : 26.00㎜
무통정게 : 6.74g
제 조 처 : 미국 필라델피아조폐창
유통정지 : 1962. 6. 10.

2.‘원’
표시 주화

10 화 및 50 화‘원’
표시 주화로 대체

1962년의 통화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10

화 및 50

화를‘원’표시

주화로 대체하기 위하여 1966년 8월 16일 최초로‘원’
표시 주화인 10원화(가10원화), 5원화
(가5원화) 및 1원화(가1원화)의 3개 종류의 주화를 발행하였다.

이들 주화의 크기는 액면에 따라 달리 하였으나 소재는 모두 구리-아연 합금으로 하였고,
도안 주소재로는 5원화 및 1원화의 경우 각각 50

화의 거북선과 10

화의 무궁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10원화의 경우에는 다보탑을 사용하였다.

주화 소재 변경

주화소재 금속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1968년 8월 26일 1원화의 소재를 구리-아연
합금에서 알루미늄으로 대체하여 나1원화를 발행하였는데, 도안 및 지름은 종래의 1원화와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이어서 1970년 7월 16일에는 10원화와 5원화도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재를
구리 88%, 아연 12%에서 구리 65%, 아연 35%로 변경한 나10원화와 나5원화를 발행하였다.

소통정재 : Cu(88), Zn(12)
도통정안 : 다보탑 / 액면
지통정름 : 22.86㎜
무통정게 : 4.22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88), Zn(12)
도통정안 : 거북선 / 액면
지통정름 : 20.40㎜
무통정게 : 3.09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60), Zn(40)
도통정안 : 무궁화 / 액면
지통정름 : 17.20㎜
무통정게 : 1.70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발행중지 : 1980. 12. 1.

소통정재 : Al(100)
도통정안 : 무궁화 / 액면
지통정름 : 17.20㎜
무통정게 : 0.729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65), Zn(35)
도통정안 : 다보탑 / 액면
지통정름 : 22.86㎜
무통정게 : 4.06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65), Zn(35)
도통정안 : 거북선 / 액면
지통정름 : 20.40㎜
무통정게 : 2.95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주화체계 확립

1966년에 10원화, 5원화 및 1원화가 발행된 이래, 1970년에는 100원화, 1972년에는
50원화가 발행되어 1, 5, 10, 50, 100원의 주화체계가 확립되었다.

먼저 1970년 11월 30일 화폐 취급편의 및 제조비 절감을 위하여 100원화(가100원화)를
발행하였다. 100원화는 1962년 통화조치시 환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100

화 소재를 활용하여

발행되었다. 도안은 100원화가 고액주화임을 감안하여 품위향상과 위조방지를 위하여 앞면 도
안의 주소재를 충무공 이순신 초상을 사용하고, 주화둘레에 110선의 톱니모양을 적용하였다.

1972년 12월 1일 50원화(가50원화)를 발행하였는데 소재는 구리-아연-니켈 합금으로 하
였으며, 같은 백색계통인 100원화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크기를 작게 하였다. 도안은 농업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벼이삭을 앞면 도안의 주소재로 채택하였고,주화둘레는 100원화와 같이
톱니모양을 적용하였으나 톱니수를 109선으로 하여 100원화와 구별하였다.

고액면 주화 발행

1980년대 들어 자동판매기 등 주화사용기기의 보급확대에 따른 주화수요 증가에 대처하
는 한편, 상대적으로 오손도가 높은 최저액면 은행권인 500원권을 주화로 대체하여 화폐제조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1982년 6월 12일 500원화를 발행하였다.

500원화는 도안의 주소재로 학을 채택하였으며 소재금속은 100원화와 같은 구리-니켈
합금으로 하였으나, 크기는 100원화보다 다소 크게 하되 주화둘레에는 120선의 톱니를 넣어
100원화와 구별하였다.

소통정재 : Cu(75), Ni(25)
도통정안 : 이순신 초상 / 액면
지통정름 : 24.00㎜
무통정게 : 5.42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70), Zn(18), Ni(12)
도통정안 : 벼이삭 / 액면
지통정름 : 21.60㎜
무통정게 : 4.16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75), Ni(25)
도통정안 : 학 / 액면
지통정름 : 26.50㎜
무통정게 : 7.70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도안 정비

화폐체계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 고액면 주화인 500원화를 발행한 데 이어 1983년
1월 15일에는 새로운 100원화(나100원화), 50원화(나50원화), 10원화(다10원화), 5원화(다5원화)
및 1원화(다1원화)를 발행하여 주화의 도안을 재정비하였다.

1981. 10. 20.

정부앞「화폐체계 정비방안」제출
- 은행권 체계 정비
- 주화 도안체계 정비 및 500원화 발행 제안
∙화종별로 불일치 되어 있는 앞뒷면 액면표시 문자 및 숫자를 일정한 크기와
배열로 조정하여 시리즈화
∙앞면“한국은행”문자를 뒷면 하단에 넣고 뒷면 상단에 제조년도 표시
∙10원화의 앞면 도안인 다보탑의 중앙부위에 석사자상을 추가하여 다보탑 본
래의 모습을 재현

1982.

1983.

1.

8.

정부, 신은행권(다10,000원권, 다5,000원권, 나1,000원권) 및 주화(500원화, 나
100원화, 나50원화, 다10원화, 다5원화, 다1원화) 발행 승인

1. 2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신은행권(다10,000원권, 다5,000원권, 나1,000원권) 및 주화
(500원화, 나100원화, 나50원화, 다10원화, 다5원화, 다1원화) 발행 의결

6. 12.

한국은행, 500원화 발행

1. 15.

한국은행, 나100원화, 나50원화, 다10원화, 다5원화, 다1원화 발행

작고 가벼워진 10원화

구리와 아연 가격의 급상승으로 10원 동전의 소재가치가 액면금액보다 크게 높아지자 재
질을 구리씌움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크기를 대폭 줄인 라10원화를 2006년 12월 18일부터 발행
하였다.

라10원화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졌으며 색상은 구리가 씌워져 있어 붉은색을 띠었
다. 문자와 숫자의 글자체도 새 은행권의 글자체에 맞춰 바꾸었다.

소통정재 : Cu(75), Ni(25)
도통정안 : 이순신 / 액면
지통정름 : 24.00㎜
무통정게 : 5.42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70), Zn(18), Ni(12)
도통정안 : 벼이삭 / 액면
지통정름 : 21.60㎜
무통정게 : 4.16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65), Zn(35)
도통정안 : 다보탑 / 액면
지통정름 : 22.86㎜
무통정게 : 4.06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65), Zn(35)
도통정안 : 거북선 / 액면
지통정름 : 20.40㎜
무통정게 : 2.95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Al(100)
도통정안 : 무궁화 / 액면
지통정름 : 17.20㎜
무통정게 : 0.729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정재 : Cu(48), Al(52) / 구리씌움 알루미늄
도통정안 : 다보탑 / 액면
지통정름 : 18.00㎜
무통정게 : 1.22g
제 조 처 : 한국조폐공사

Ⅳ. 기념주화
1.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는 1970년의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로 우리 역사와 국
위를 외국에 홍보할 목적으로 그 전량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였다.

25,000원화

20,000원화

소 재
도 안

10,000원화

5,000원화

2,500원화

1,000원화
남대문/

Gold (90)
세종대왕

신라금관

박정희 초상

거북선/

신라선덕여왕

초상/국장

/국장

/대통령문장

국장

/국장

국장

지 름

60.00㎜

55.00㎜

40.00㎜

32.00㎜

26.00㎜

18.00㎜

무 게

96.80g

77.44g

38.72g

19.36g

9.68g

3.87g

제조처

독일 주화제조업체(이탈리아 이탈캄비오社 제조대행)
1,000원화

500원화

소 재
도 안

250원화

200원화

100원화

50원화

Silver (100)
한국동란

석굴암보살

박정희 초상

고려청자/

이순신/

유관순/

참전 16개국

입상/국장

/대통령문장

국장

국장

국장

용사상/국장
지 름

55.00㎜

40.00㎜

30.00㎜

28.00㎜

21.00㎜

16.00㎜

무 게

56.02g

28.01g

14.00g

11.20g

5.60g

2.80g

제조처

독일 주화제조업체(이탈리아 이탈캄비오社제조대행)

2. 광복 30주년 기념주화
광복 30주년을 기념하여 1975년 8월 14일 100원화 500만장을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하여
발행하였다. 이중 2,000장은 프루프화1)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한국은행 본지점 및 금융기관 점포를 통하여 1인당 1장씩 선착순 액면교환
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독립문 / 태극기를 든 여인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 주화압인기의 음각금형(극인)과 압인대상 소재(소전)를 특별히 제조하여 여러 번의 압인과정을 거치는 등 특수한
제조공정과 엄격한 품질검사로 완전하게 포장한 무결점 주화를 말함

3.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8년 6월 12일
5,000원화 10만장, 500원화 99만 7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각 화종별로 1만 8천장은 프루프화
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발행수량의 절반 이상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인도하였다.
동 조직위원회에 인도하고 남은 기념주화는 한국은행 본지점 및 전국 금융기관 점포를 통해 창
구교환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5,000원화의 경우 교환요청 인파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는 창구교환을 중단하고 금융기관 저축성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액면교환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1977.

1. 25.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추진위원회, 기념주화 발행 요청

1977. 9. 19.

정부,「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기념주화 발행 승인

1978. 4.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기념주화 발행 의결

6.

소통재 : Silver(95), Cu(5)
도통안 : 고구려무용총 수렵도 / 사격대회 상징마크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서서쏴 상반신자세 / 사격대회 상징마크
지통름 : 32.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4. 제5공화국 기념주화
제5공화국의 출범을 경축하기 위해 1981년 8월 14일 20,000원화 9만 9천장, 1,000원화
198만 3천장, 100원화 491만 6천장으로 모두 699만 8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각 화종별로 2
만장은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저축성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액면교환하
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81. 2. 13.
3. 15.

정부, 제5공화국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5공화국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5인의 국민상 / 정부휘장 및 서운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봉황 / 태극기 및 서운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무궁화 / 태극기 및 서운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5.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기념주화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유치를 거국적으로 경축하기 위해 1982년 9월 30일과
1983년 8월 1일 2차에 걸쳐 발행하였다.
화종별 발행수량은 1차분의 경우 20,000원화 20만장, 10,000원화 30만장, 1,000원화
200만장 등 총 250만장이었고, 2차분의 경우에는 20,000원화 26만 9천장, 10,000원화 28만
4천장, 1,000원화 47만 7천장 등 총 103만장이었다.
이 기념주화는 기념주화 전량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액면가로 일괄 발행하고
동 조직위원회가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82. 2. 10.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기념주화 발행 협조 요청

5. 19.

정부,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기념주화 발행 승인

6.

3.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기념주화 1차 발행 의결

1983. 2.

3.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기념주화 2차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성화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남대문, 무궁화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0.00㎜
무통게 : 15.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민속무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민속씨름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경회루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3.00㎜
무통게 : 15.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장고춤 / 88유치마크 및 월계수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6.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주화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일 10,000원화 14만 7천장,
1,000원화 56만 8천장을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창구를 통하여 사전구입 예약신청을 받은 후 액면교
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83. 4. 19.

재무부,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주화 발행 협조요청

12. 14.

정부,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12. 22.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50), Cu(50)
도통안 : 김대건신부외 순교자상 / 십자가
지통름 : 36.00㎜
무통게 : 23.3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명동성당 / 십자가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7.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1986년 3월 21일 20,000원화 2종 37만
9천장, 10,000원화 2종 39만 1천장, 1,000원화 95만 6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각 화종별로
7만장은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액면가로 일괄 발행하고 동 조직위원회
가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85. 5. 20.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발행 요청

6. 18.

정부,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발행 승인

7.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발행 의결

4.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불국사 / 아시안게임마크 및 무궁화
지통름 : 38.00㎜
무통게 : 28.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성화주자 / 아시안게임마크 및 무궁화
지통름 : 38.00㎜
무통게 : 28.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축구 / 아시안게임마크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배드민턴 / 아시안게임마크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은율가면극 / 아시안게임마크 및 무궁화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
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거국적으로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먼저 1987년 2월 7일부
터 1988년 8월 29일까지 5차에 걸쳐 발행하였다.
1�5차분의 화종별 발행수량은 50,000원화 12만장, 25,000원화 42만 4천장, 10,000원
화 149만 5천장, 5,000원화 193만 2천장, 2,000원화 186만 7천장, 1,000원화 212만 3천장이
었다. 이중 50,000원화는 12만장 전량, 25,000원화 33만 3천 650장, 10,000원화 132만 4천
7백장, 5,000원화 170만 650장을 프루프화로 발행하였으며, 당초 국내판매에 한정하였던
2,000화와 1,000원화는 세계올림픽위원회(IOC)의 적극적인 해외판매 요청으로 프루프화 제조
수량을 각각 28만장에서 56만장으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액면가로 일괄 발행하고 동 조직위원회가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85.

1986.

7. 29.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 요청

8. 31.

정부,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 승인

9.

금융통화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 의결

5.

10. 23.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비귀금속화의 프루프(proof)화
발행 수량 변경 요청

12. 23.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귀금속화의 합금비율 및 도안
변경 발행 요청

1.

8.

정부앞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내용 일부 변경승인 신청
- 금화 50,000원 및 25,000원의 금 함유량(90→92.5%)과 도안소재 변경,
- 은화 10,000원 및 5,000원의 은 함유량(90→92.5%)과 도안소재 변경

1. 15.

정부,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내용 일부 변경 승인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발행내용 일부 변경안 의결

6.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거북선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농악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27.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마라톤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호돌이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줄다리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권투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농구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남대문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부채춤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27.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배구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주경기장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제기차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유도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테니스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기마인물상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연날리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27.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다이빙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태권도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그네타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레슬링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핸드볼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다보탑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5.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널뛰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27.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양궁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씨름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팽이치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역도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3.00㎜
무통게 : 17.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탁구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승마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리듬체조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싸이클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축구 / 국가휘장 및 무궁화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9.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9일 50,000원화 1만장, 25,000원화 4만장, 10,000원화 10만장, 5,000원화 2종 각 12만장과
1,000원화 59만장 등 총 98만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1,000원화 50만장을 제외한 48만장을 프루
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액면가로 일괄 발행하고 동 조직위원회가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국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동 조직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기념주화
98만장중 약 21만장이 재고로 남게 되자 동 조직위원회는 1993년 10�11월중 이를 한국은행에
서 액면으로 교환하였다.

1991. 11. 12.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요청

1992. 3. 31.

정부,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승인

4. 16.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한빛탑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30.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2.5), Silver(3), Cu(4.5)
도통안 : 혼천의와 천문관측 Dome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24.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청자비룡형주자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40.00㎜
무통게 : 33.62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농악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물레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813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92), Ni(6), Al(2)
도통안 : 마스코트 / 박람회 공식휘장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56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0.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14일 10,000원화 6만 4천장, 5,000원화 6만
5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각 화종별로 1만 7백장은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당초 발행계획 단계에서는 1,000원화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발행 추진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행할 예정이던 UN창설 50주년 기념주화가 1,000원화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액면
과 소재의 기념주화가 연이어 발행되는 것을 피하고 광복 50주년 경축의 의의를 최대화하기 위
하여 화종을 늘리고 액면금액을 높여 발행하게 되었다.
이 기념주화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창구를 통하여 사전구입 예약신청을 받은 후 액면교
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94. 8.

5.

1995. 2. 22.
3.

2.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요청
정부, 광복 및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광복 및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90), Cu(10)
도통안 : 안중근 초상과“大韓國人”서명 및 손바닥 낙관 / 광복
50주년 기념휘장
지통름 : 35.00㎜
무통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Ni(100)
도통안 : 김구 초상과 태극기 / 광복 50주년 기념휘장
지통름 : 32.00㎜
무통게 : 16.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1. UN창설 50주년 기념주화
UN은 창설 50주년을 맞아 각 회원국에 기념사업 및 행사의 추진을 요청하였는데, 우리나
라는 UN이 정부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UN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
여 실시한 범국민적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14일 1,000원화 6만 9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1만 5천 7백장은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당초에는 이 기념주화를 9�10월중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경우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발행시기와 1�2개월밖에 차이가 없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과 기념주화를 구입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복 50주년 기념주화와 같이 발행하였다.

1994. 6.

3.

1995. 2. 22.
3.

2.

외무부,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요청
정부, 광복 및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광복 및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세계의 어린이 6명, 지구, 월계수 / 유엔창설 50주년
기념휘장
지통름 : 30.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2.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수립의 의의를 되새기고 대내외에 대한민국 정부의 역
사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4일 10,000원화 10만 3천장을 발행하였다. 이중 3천장은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의 특징은 앞면의 태극무늬가 칠보로 제조된 점이다. 칠보기법2)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大東銀錢3)에 적용되었던 적은 있으나 이는 근대 이전의 주화 제조방법인 주조4)에 의한
것이었고 현대적 압인주화5)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에 세계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기념주화는 금융기관에서 사전구입 예약신청을 받아 액면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
는데, 칠보로 만든 기념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발행예정량을 훨씬 웃도는 22만여장
이 예약신청됨에 따라 컴퓨터 추첨으로 구입자를 결정하였다.

1 997. 6.

2.

재정경제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요청

8.

5.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요청

1998. 6. 18.
6. 23.

정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북, 태극무늬(칠보), 무궁화, 완자무늬/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공식휘장
지통름 : 35.00㎜
무통게 : 22.5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2) 금, 은, 구리 따위의 바탕에 갖가지 유리질의 유약을 녹여 붙여 꽃, 새, 인물 등 각종 무늬를 나타내는 공예기법임
3) 고종 19년(1882년)에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화폐이며 흑색, 청색, 녹색, 담색 등의
칠보가 칠해져 있음
4)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무늬를 만드는 방법
5) 주화 소전에 형태가 새겨진 금속을 눌러 무늬를 새기는 방법으로 만든 주화

13. 새천년 기념주화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영속적 발전을 기원하고 새로운 천년의 상
징적 의미를 온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2000년 1월 3일 2,000원화 55만 5천장을 발행하
였다. 이 기념주화는 둘레부분과 중심부분에 재질과 색상이 각기 다른 금속을 결합하여 만든 복
재질(Bimetal)화이다.
이 기념주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2장까지 사전구입 예약신청을 받아 액면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1999.

7.

2.

1999. 9. 14.
9. 16.

새천년준비위원회, 새천년 기념주화 발행 협조 요청
정부, 새천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새천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둘레(Cu 75, Ni 25)
소통재 : 중심(Cu 92, Ni 2, Al 6)
도통안 : 혼천의, 앙부일구 / 새천년준비위원회 공식휘장
지통름 : 28.00㎜
무통게 : 10.7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4.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주화
한국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2일 5,000원화 7만장을 발행하
였다. 이 기념주화는 뒷면에 금속인쇄기법을 적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색채주화이다.
이 기념주화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장까지 사전구입 예약
신청을 받아 액면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2000. 2. 15.
3.

2.

정부,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Cu(89), Zn(5), Sn(1), Al(5)
도통안 : 한국은행 건물 / 창립 50주년기념 공식휘장
지통름 : 38.00㎜
무통게 : 2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5. ASEM 2000 기념주화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 20,000원화 2만 6천장을 모두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2장까지 사전구입 예약신청을 받아
액면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2000. 6. 30.
7.

6.

정부, ASEM 2000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ASEM 2000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Silver(92.5), Cu(7.5)
도통안 : 아시아∙유럽지도 / 2000년 서울 ASEM 엠블렘
지통름 : 33.00㎜
무통게 : 16.72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6.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 월드
컵 축구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5일과 2002년 4월 30일 2차에 걸쳐 발행하였다.
1, 2차분 발행수량은 30,000원화 2만 3천장, 20,000원화 2만 8천장, 10,000원화 23만
5천장, 1,000원화 16만 4천장 등 총 45만장이었다. 이중 1,000원화 16만장을 제외하면 전량 프
루프화로 발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금화인 30,000원화 및 20,000원화는 순금으로 은
화인 10,000원화는 순은으로 제작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사전예약된 물량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액면가로 한국은행에서
인수하여 신청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였다.

2000. 10.

6.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발행 요청

11. 22.

정부,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발행 승인

11. 30.

금융통화위원회,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발행 의결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축구의 역사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월드컵 트로피와 한국.일본지도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28.00㎜
무통게 : 15.6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광주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1.1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대구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1.1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부산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수원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89), Zn(5), Al(5), Sn(1)
도통안 : 마스코트와 축구공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2.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서울경기장과 축구공, 축제열기와 함성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축구공과 우리나라 지도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28.00㎜
무통게 : 15.6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전주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대전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울산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인천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89), Zn(5), Al(5), Sn(1)
도통안 : 제주경기장과 축구동작 / 2002 월드컵 엠블렘
지통름 : 32.00㎜
무통게 : 12.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기념주화를 일반상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념주화도 일반주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법화(法貨, Legal tender)의 성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품위를 높이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고 쉽게 변하지 않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을 사용하고 그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주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A. 따라서 기념주화는 실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 교환의 매개 역할
을 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주화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되었거나 실제 시중에서의 거래가치(去來價値)가 액면
가(額面價)보다 높아도 한국은행이 교환해 주는 금액은 당해 기념주화에 새겨진 액면금액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기념주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참가 회원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홍
보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7일 30,000원화 4천 5백장, 20,000원화 4천 5백장, 10,000원화
2종 4만장, 2,000원화 2종 4만 1천장 등 총 6종 9만장을 전량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판매대행사를 통하여 사전구입 예약
신청을 받은 후 예약물량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신청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였
다.

2000. 12. 29.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기념주화 발행 요청

2002.

2.

1.

정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발행 승인

2.

7.

금융통화위원회,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발행 의결

2. 28.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기념주화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약정」
체결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아시아 지도와 다섯 개의 손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36.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Gold(99.9)
도통안 : 가야금관과 가야토기 문양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28.00㎜
무통게 : 15.55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주경기장과 대회마스코트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40.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동래야류와 동래학춤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40.00㎜
무통게 : 31.1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75), Ni(25)
도통안 : 성화와 경기종목 픽토그램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40.00㎜
무통게 : 26.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통재 : Cu(66), Zn(34)
도통안 : 을숙도와 오륙도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
지통름 : 40.00㎜
무통게 : 26.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18. 광복60년 기념주화
광복 6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12일 20,000원화 9만 2천장을 모두 프루프화
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기념주화 사상 최초로 표면에 부분 금도금 기법을 적용한
점이다.

이 기념주화는 기념주화 판매전담기관인 한국조폐공사6)에 전량 액면교환 방식으로 발행
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 일반 국민의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 액면가격에 판매부대 비용(포장비,
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005. 3. 18.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 광복60년 기념주화 발행 협조 요청

5. 23.

정부, 광복60년 기념주화 기념주화 발행 승인

5. 26.

금융통화위원회, 광복60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8.

광복60년 기념주화 발행 공고

8.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장년과 유아의 손이 서로 뻗어나 가는 형상 /
광복 60년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20.7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6) 2005년 5월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기념주화의 발행 및 교환 등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여 한국조폐공사
를 국내외 기념주화 판매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념주화를 한국조폐공사에 액
면교환 방식으로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액면가격에 판매부대비용을 부가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19.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부산에서 개최되는「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체협력체 정상회의」
를 기념하고, 참가회
원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4일 20,000원화 6만장을
모두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의 특징은 뒷면에 부분 채색 기법을 적용한 점이다.

2004. 11. 10.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 기념주화 발행 요청

2005.

7.

4.

정부,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 승인

7.

7.

금융통화위원회,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 의결

11.

7.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 공고

소통재 : Silver(99.9)
도통안 : APEC 휘장,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200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렘
지통름 : 35.00㎜
무통게 : 20.7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20.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온 국민과
함께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9일 20,000원화 5만 1천장을 모두 프루프화
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기념주화 사상 최초로 정중앙에 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원
형(엽전 형태)의 소전을 사용하였고 테두리에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모 28자를 각인
(lettering)한 점이다.
이 기념주화는 2008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제25차 세계주화
책임자회의(25th Mint Directors Conference) 주화경연대회」
“가장 기술적인 주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6. 4. 21.

문화관광부, 한글날(10.9)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협조 요청

2006.

7. 31.

정부,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승인

8. 10.

금융통화위원회,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의결

10.

2.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공고

소조재 : Silver(99.9)
도조안 :“효뎨례의”별전(別錢)을 재현한 디자인/
한글의 자음을 균형미 있게 조합한 디자인
지조름 : 33.00㎜
무조게 : 19.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21. 전통민속놀이 기념주화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우리나라 주화제조기술의 발전 도모, 우리 문화의 해외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민속놀이 주제의 시리즈 기념주화7)를 발행하기로 하고, 2007년 8월 1일
그 중 첫 번째로 탈춤을, 2008년 10월 17일에는 두 번째로 강강술래 를, 2009년 10월 16일에는
세 번째로 영산줄다리기를 도안소재로 하여 발행하였다.

발행수량은 각각 5만 1천장이며, 전량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2007. 4. 30.

한국은행, 2007년도 기획성 기념주화 발행 방안 수립

5. 21.

정부, 전통민속놀이(탈춤) 기념주화 발행 승인

6.

금융통화위원회, 전통민속놀이(탈춤) 기념주화 발행 의결

8.

7. 25.
2008. 8. 26.
9.

11.

10. 10.
2009. 8. 28.
9. 10.
10.

9.

전통민속놀이(탈춤) 기념주화 발행 공고
정부,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기념주화 발행 의결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기념주화 발행 공고
정부,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기념주화 발행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기념주화 발행 의결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기념주화 발행 공고

소조재 : Silver(99.9)
도조안 : 은율탈춤 및 봉산탈춤 춤사위 /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양반
탈을 중심으로 강령탈춤(취발이), 은율탈춤(원숭이), 봉산탈
춤(팔목중), 송파산대놀이(취발이), 양주별산대놀이(목중),
통영오광대놀이(말뚝이)에서 등장하는 탈
지조름 : 33.00㎜
무조게 : 19.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7) '시리즈 기념주화
‘란 국가적 행사 (올림픽 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행사 기념주화와
달리 화폐도안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재를 담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속 발행되는 기념주화를 말한다.

소조재 : Silver(99.9)
도조안 : 보름달을 배경으로 한 원형의 강강술래 군무/
강강술래의 14가지 동작(놀이)중‘쥔쥐새 끼놀이’
의
마지막 부분
지조름 : 33.00㎜
무조게 : 19.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소조재 : Silver(99.9)
도조안 : 줄을 당기는 사람들과 이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 / 줄을 메고 놀이마당에 나아가는 사람들
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흥을 돋구는 농악패의
모습
지조름 : 33.00㎜
무조게 : 19.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22.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8일 30,000원화 5만 1천장을 모두
프루프화로 발행하였다.
이 기념주화의 특징은 뒷면 건국60년 기념사업 엠블렘에 채색기법을 적용한 점이다.

2008. 5. 26.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요청

6. 17.

정부,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승인

6. 26.

금융통화위원회,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의결

7. 31.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공고

소조재 : Silver(99.9)
도조안 : 휘날리는 태극기,‘대한민국60년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건국 60년 기념사업 엠블렘
지조름 : 35.00㎜
무조게 : 23.00g
제조처 : 한국조폐공사

부록. 화폐별 최초발행 및 유통정지 일자

1.‘圓’
표시 화폐
화폐

비고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1950.6.12
(한국은행 창립)

1953.2.17
(긴급통화조치)

조선은행권

(유통정지)

(100圓권)

(1950.8.28 긴급명령에 의거 화폐교환)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
1,000圓권

(유통정지)
최초의

100圓권 한국은행권

(1950.7.22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0.7.22 최초발행)

(유통정지)

新 1,000圓권

(1952.10.10 최초발행)

(유통정지)

500圓권

(1952.10.10 최초발행)

(유통정지)

2.‘ ’
표시 화폐
화폐

비고

1,000 권
100
10
5
1

1953년
긴급통화
권
조치시 발행
권
미국
권 연방인쇄국
제조
권

新 10 권 국내제조권
(황색지) 으로 대체

1953.2.17
(긴급통화조치)

1962.6.10
(긴급통화조치)

(1953.2.17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3.2.17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3.2.17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3.2.17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3.2.17 최초발행)

(유통정지)

(1953.3.17 최초발행)

(유통정지)

新 10 권
(백색지)

(1953.12.15 최초발행)

(유통정지)

新 100 권
(황색지)

(1953.12.18 최초발행)

(유통정지)

新 100 권
(백색지)

(1954.2.1 최초발행)

(유통정지)

500 권

(1956.3.26 최초발행)

(유통정지)

新 1,000 권

(1957.3.26 최초발행)

(유통정지)

改 100 권

(1957.3.26 최초발행)

(유통정지)

화폐

비고

1953.6.10
(긴급통화조치)

1962.6.10
(긴급통화조치)

新 500 권

(1958.8.15 최초발행)

(유통정지)

50 권

(1958.8.15 최초발행)

(유통정지)

50 화
10 화

최초의
한국은행주화

100 화

(1959.10.20 최초발행)

(1967.2.3 발행중지)

(1959.10.20 최초발행)

(1968.4.16 발행중지) (1975.3.22 유통정지)

(1959.10.30 최초발행)

(유통정지)

세종대왕
改1,000 권 초상
등장

(1960.8.15 최초발행)

改 500 권
改甲 100 권

(1961.4.19 최초발행)
최단명
은행권

비고

가500원권
1962년
가100원권 긴급통화
가50원권 조치시 발행
가10원권 영국 토마스
5원권 델라루社
제조
1원권
국내제조
나10원권 은행권으로
대체
나100원권
50전권 ‘전’표시
10전권 은행권
최초의
다100원권 국내제조
요판인쇄권
나500원권
가10원화
가5원화
가1원화

1962.6.10
(긴급통화조치)
(1962.6.10 최초발행)

(1967.2.3 발행중지)

(1962.6.10 최초발행)

(1969.2.14 발행중지)

(1962.6.10 최초발행)

(1970.5.20 발행중지)

(1962.6.10 최초발행) (1962.9.1 발행중지)
(1962.6.10 최초발행)

(1969.5.1 발행중지)

(1962.6.10 최초발행)

(1970.5.20 발행중지)

(1962.9.21 최초발행)

(1973.10.30 발행중지)

(1962.11.1 최초발행)

(1973.10.30 발행중지)

(1962.12.1 최초발행)

(1980.12.1 발행중지)

(1962.12.1 최초발행)

(1980.12.1 발행중지)

(1965.8.14 최초발행)

(1980.12.1 발행중지)

(1966.8.16 최초발행)
최초의
원표시
주화

(유통정지)
(유통정지)

(1962.5.16 최초발행) (유통정지)

3.‘원’
표시 화폐
화폐

(1975.3.22 유통정지)

(1975.5.10 발행중지)

(1966.8.16 최초발행)
(1966.8.16 최초발행)
(1966.8.16 최초발행)

나1원화

(1968.8.26 최초발행)

나50원권

(1969.3.21 최초발행)

나10원화

(1970.7.16 최초발행)

나5원화

(1970.7.16 최초발행)

가100원화

(1970.11.30 최초발행)

가50원화

(1972.12.1 최초발행)

(1980.12.1 발행중지)

(1973.10.30 발행중지)

화폐

비고

가5,000원권

고액면
가10,000원권 은행권 발행
다500원권

1962.6.10
(긴급통화조치)
(1972.7.1 최초발행) (1980.12.1 발행중지)
(1973.6.12 최초발행) (1981.11.10 발행중지)
(1973.9.1 최초발행)

(1993.5.12 발행중지)

가1,000원권

(1975.8.14 최초발행)

(1993.5.12 발행중지)

나5,000원권

(1977.6.1 최초발행)

(1993.5.12 발행중지)

나10,000원권

(1979.6.15 최초발행)

500원화

(1993.5.12 발행중지)

(1982.6.12 최초발행)

나100원화

(1983.1.15 최초발행)

나50원화

(1983.1.15 최초발행)

1981년
「화폐체계
다5원화 정비방안」
에 따라
다1원화
발행

다10원화

(1983.1.15 최초발행)
(1983.1.15 최초발행)
(1983.1.15 최초발행)

나1,000원권

(1983.6.11 최초발행)

다5,000원권

(1983.6.11 최초발행)

다10,000원권

(1983.10.8 최초발행)

라10,000원권

(1994.1.20 최초발행)

마10,000원권

(2000.6.19 최초발행)

라5,000원권

(2002.6.12 최초발행)

2005년
「위폐방지
바10,000원권 새 은행권
발행계획」
에 따라
다1,000원권
발행
마5,000원권

라1원화
50,000원권

(2006.1.2 최초발행)
(2007.1.22 최초발행)
(2007.1.22 최초발행)
(2006.12.18 최초발행)

36년만의
고액권

(2009.6.23 최초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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