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이 책자는 1901년 대한제국이 ｢화폐조례｣를 공포한 때부터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 전까지의
자료를 시대별⋅주제별로 분류⋅수록하여 2015년 발간한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을 한글화한 것임
2.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에 수록된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료 수록 순서와
형식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3.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유명사나 특수용어 등은 원문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음
4. 이 책자는 한국은행 전자도서관(http://dl.bok.or.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은행 법규제도실(☎02-759-4067, 4086)로 연락주시기 바람

목

차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 3
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11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15

3.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관보)

37

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39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재무부 고시 제21호)(관보)
5.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승인사무

45

취급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재무부고시 제27호)(관보)
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47

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51

8.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긴급통화조치시행령)(대통령령 제754호)(관보)

65

9.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긴급통화조치시행규칙)

75

(재무부령 제75호)(관보)
10.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공동담화

81

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1.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Korea

85

2.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련 블룸필드 박사 앞 질의내용

91

3.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

101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103

3.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Banking in South Korea

131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133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199

4.

Questions Submitted by Superintendent of Banks to Dr. Arthur I. Bloomfield

243

5.

Questions Submitted by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to

and Answers
251

Dr. Arthur I. Bloomfield
6.

Answers to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259

Ⅴ.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및 조선은행 청산
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1.

한국은행에 이양할 조선은행 자산 ‧ 부채에 대한 조선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합의서

267

2.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 ‧ 부채 양도계약서｣

271

3.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 ‧ 부채 양도수속협정서｣

275

4.

조선환금은행과 한국은행의 ｢영업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283

5.

조선은행 폐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287

2. 조선은행 청산
1.

조선은행 청산에 관한 건

291

2.

｢조선은행 청산준칙｣

293

3.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297

4.

제1차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의사록

301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 1 목차
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1. 대한중앙은행
1.

｢화폐조례｣(대한제국 광무 5년 칙령 제4호)

13

2.

｢중앙은행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17

3.

｢태환금권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9호)

21

4.

｢대한중앙은행정관｣

25

5.

중앙은행 ‧ 태환금권 양조례 문의(재한국일본공사관 공문 제63호)

33

6.

중앙은행 총재 ‧ 부총재 임명(일성록)

37

2. 일본제일은행
1.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2호)

39

2.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호)

41

3.

제일은행에 대한 화폐정리사무 위탁 계약

43

4.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

45

5.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국고금취급사무 위탁 계약

47

6.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2호)

51

7.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융희 원년 칙령 제4호)

53

3. (구)한국은행
1.

｢한국중앙은행 설립 시 제일은행 간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각서｣

55

2.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

57

3.

｢한국은행조례｣(대한제국 융희 3년 법률 제22호)

59

4.

The Letter of the Minister of Finance in Japan(Historical Gist of Bank of Korea 부록)

67

5.

｢한국은행정관｣

73

6.

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문

83

7.

한국은행 설립인가서

87

8.

초대 한국은행 총재 ‧ 이사 ‧ 감사 임명 서류

89

4. 조선은행
1.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

93

2.

｢조선은행법｣ 초안

97

3.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대장성 의견

105

4.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조선총독부 의견

107

5.

｢조선은행법｣ 수정안(일본제국의회 제출본)

109

6.

일본제국의회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제1독회 회의록

117

7.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본회의 회의록(｢조선은행법｣ 논의)

133

8.

제정 ｢조선은행법｣(일본국 법률 제48호)

147

9.

조선은행에 은행권 발행을 허가하는 이유

155

10. 조선은행감독에 관한 타합사항

159

11.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법｣

161

12.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정관｣

171

5. 해방 후 미군정의 통화 ‧ 금융제도 관련 조치
1.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령 제3호(보조군표A와 조선은행권 법화 지정)

181

2.

｢이전 법령 등의 존속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21호)

185

3.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33호)

187

4.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미군정 법령 제37호)

191

5.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미군정 법령 제57호)

193

6.

｢금융기관의 일본은행권 교환 ‧ 예입 금지｣(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5호)

197

7.

｢일본인 예금 인출 요건｣(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6호)

199

8.

미군정 법령 제57호 개정(일본 ‧ 대만은행권 예입기간 연장)(미군정 법령 제59호)

201

9.

미육군 태평양총사령부 포고령 제4호(보조군표A의 통용중지)

203

10.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과도정부법령 제144호)

205

11. ｢조선환금은행 창립｣(과도정부법령 145호)

209

12. 조선환금은행 설립경위(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6월호)

213

13.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A and

217

the Government of the ROK｣
14. 환은통합의 진의해설(조선은행 ｢조사월보｣ 1949년 2월호)

229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 2 목차
Ⅱ. 정부수립(1948년 8월) 전후의 중앙은행법 제정 논의
1. 정부(재무부)와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1.

신조선중앙은행일시론(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5월호)

11

2.

해방 후 남조선 금융계 추이분석과 당면문제(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6월호)

23

3.

금융법규초안 내용(1948년 10월 19일자 ｢자유신문｣ 기사)

35

4.

중앙은행제도의 연구 기2(조선은행 ｢조사월보｣ 1948년 9∼10월호)

39

5.

중앙은행법안 주요 내용(1949년 2월 3일자 ｢연합신문｣ 기사)

65

2. 정부의 의뢰에 따른 외국 전문가의 한국중앙은행 및 금융제도 개편 제안
1.

정부의 미연준 앞 중앙은행제도 전문가 파견 요청서

75

2.

미연준의 중앙은행제도 전문가 파견 답신서

77

3.

｢한국은행법｣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서

79

4.

블룸필드 ‧ 젠센의 ｢한국은행법｣ 초안에 대한 프랭켈의 법률의견서

83

5.

Recommendations Regarding Central Banking Reform in Korea

97

6.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조선은행 ｢조사월보｣ 1950년 3월호 부록)

99

7.

Draft Act Establishing the Bank of Korea

145

8.

Revisions in Act Establishing the Bank of Korea

167

9.

블룸필드 ‧ 젠센의 한국중앙은행 개편안 관련 뉴욕연준의 의견

171

10. Draft General Banking Act

175

11. Recommendations Regarding Reform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than

185

the Central Bank
12. 일반금융기관 개편에 관한 건의서(조선은행 ｢조사월보｣ 1950년 3월호 부록)

187

13. 블룸필드의 뉴욕연준 앞 귀국보고

217

14. 젠센의 뉴욕연준 앞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 상황 보고

219

15.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 상황에 대한 뉴욕연준의 의견서

243

Ⅲ. 한국은행법 제정(1950년 5월)과 한국은행 설립
1. 국회의 ｢한국은행법｣ 제정
1.

정부의 ｢한국은행법(안)｣

255

2.

정부의 ｢은행법(안)｣

277

3.

국회 제6회 제79차 본회의 ｢한국은행법(안)｣ 속기록

285

4.

국회 제6회 제82차 본회의 ｢한국은행법(안)｣, ｢은행법(안)｣ 속기록

319

5.

제정 ｢한국은행법｣(법률 제138호)(관보)

353

6.

제정 ｢은행법｣(법률 제139호)(관보)

375

2. 한국은행 설립
1.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50호)(관보)

385

2.

제정 ｢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호)(관보)

389

3.

제정 ｢한국은행정관｣(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록)

395

4.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호)(관보)

403

5.

한국은행 창립 선서문

409

6.

한국은행 창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411

7.

｢한국은행 설립등기부｣

415

3. 기타 자료
1.

한국은행 창설의 의의(한국은행 ｢조사월보｣ 1951년 3월호)

419

2.

중앙은행의 운영과 당면 금융정책(총재의 한은창립 1주년 기념사)

441

(한국은행 ｢조사월보｣ 1951년 6월호)
3.

한국은행 설립 관련 신문기사

447

한국은행

시안 A

제정자료 해설집

188*257

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3.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관보)
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
(재무부 고시 제21호)(관보)
5.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승인사무 취급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재무부고시 제27호)(관보)
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8.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긴급통화조치시행령)(대통령령 제754호)(관보)
9.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긴급통화조치시행규칙)(재무부령 제75호)(관보)
10.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공동담화

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1.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Korea
2.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련 블룸필드 박사 앞 질의내용
3.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3.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Banking in South Korea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4. Questions Submitted by Superintendent of Banks to Dr. Arthur I. Bloomfield and Answers
5. Questions Submitted by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to Dr. Arthur I. Bloomfield
6. Answers to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

생산시기

1950년 8월 28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58840)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과거 조선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신화폐
로 교환될 필요가 있었으나 한국은행이 업무를 개시한지 2주일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
로써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은행 본점에서 약탈한 미발행 조선은
행권을 남발함에 따라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막고 전시 유휴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본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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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3년(1950년) 8월 28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신 성 모
국방부장관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조 병 옥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임 병 직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최 순 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우 익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백 낙 준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윤 영 선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이 윤 영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구 영 숙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김 석 관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장 기 영

훈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1조 정부는 비상사태 수습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또는 금
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권유통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 은행권 교환권종, 교환기간
기타 교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권의 교환금액에 관하여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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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관보)

제4조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선은행권을 유통 또는 교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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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14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생산기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

생산시기

1950년 9월 15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61)

1950년 8월 28일 공포된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따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서
은행권 교환업무 위임(제1조), 지역통할점 설치(제2조), 한국은행권 수령(제3조), 교환실적
보고(제7조) 등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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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

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1)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줄임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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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회장

하 상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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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할점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2)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2) 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기존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특수은행으로서
의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으며 해방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후 1954년 10월 ｢한국산
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에 흡수되었음.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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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조흥은행(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
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
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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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주식회사 조흥은행 두취(頭取)3) 김 교 철 (인)

3) 은행장 - 역주

20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지역통할점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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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

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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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한국저축은행 임시본부장 ‧ 부산지점장 장 덕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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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지역통할점

24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

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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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한국상업은행 임시본부장 겸 부산지점 지배인 김 홍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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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지역통할점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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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한국식산은행(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
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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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한국식산은행 임시본부 본부장 민 영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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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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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2.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

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

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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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두취(頭取) 허 민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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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할점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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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조선은행

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 조항(諸 條項)을 확약(確約)하고 후일(後日)을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이 각 1통씩 보유한다.

기(記)
제1조 갑은 을 또는 을의 지점, 출장소(금련(金聠)에 대하여서는 산하(傘下) 금융조합, 동
지소) 소재지 부근에서 유통되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 고시 제17호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은행권 교환
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교환에 필요한 지역통할점을 설치하고 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로서 주재
시켜 을의 사무를 감독 지시한다.

제3조 을은 교환에 필요한 한국은행권을 지역통할 책임자로부터 수령하고 이는 교환 후의
조선은행권과 함께 갑의 기탁물(寄託物)로서 이를 보관하고 통할책임자의 지시에 의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환사무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것은 물론 교환 청
구자에 대하여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며 교환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지(所
持) 은행권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갑은 본 교환사무 취급에 있어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단,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實費)를 동 사무완료 후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을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을이 본 사무취급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전란(戰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갑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로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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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을은 본 사무기간 중 매일의 교환취급액을 갑 또는 갑의 통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부터 발효하여 교환기간 만료 후 을의 소
지 은행권의 반환이 완료되며 갑이 필요로 하는 보고가 완전 징수되었을 때에 종결된다.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갑.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인)
을. 한국상공은행 임시본부장 ‧ 상무취체역(常務取締役)4) 권 영 중 (인)

4) 상무이사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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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할점

36

지

역

점 명(店 名)

부

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동

래

상업은행 동래지점

울

산

울

김

해

상업은행 김해지점

삼 랑 진

삼 랑 진 금융조합

밀

양

상업은행 밀양지점

양

산

양

진

해

상업은행 진해지점

마

산

식산은행 마산지점

장 승 포

장 승 포 금융조합

대

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영

천

영

천 금융조합

경

주

경

주 금융조합

감

포

감

포 금융조합

청

도

청

도 금융조합

제

주

식산은행 제주지점

서 귀 포

서 귀 포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산 금융조합

3.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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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

생산시기

1950년 10월 24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58853)

1950년 8월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에 따른 1차 화폐교환을 통해 통화량 축소를 도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및 적성분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불법 조선은행권 교환을 봉쇄하기 위하여 조선은행권 교환금액을 제한(2차
화폐교환)
조선은행권 교환금액을 은행과 금융조합에 예입토록 하고 동 예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1세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에 한하여 지불하도록 제한(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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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3년(1950년) 10월 24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신 성 모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최 순 주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1조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조선은행권 교환금액은 그 금액을 각 은행 및 각 금융조합에 예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은 1개월 1세대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비에 한정하여 지불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당해 각 은행 및 각
금융조합은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각 은행 및 각 금융조합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수입지불 상황을
매10일마다 재무부 및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본령의 규정에 의한 교환금액의 제한은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고
시 제17호에 규정된 조선은행권 유통금지 지역 내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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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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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재무부고시 제21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재무부)

생산시기

1950년 11월 4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58857)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제2조1)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조선은
행이 발행한 100원권의 유통을 금지(제1조)

1)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제2조는 재무부장관이 은행권 유통의 제한, 금지지역, 은행권 교환권종, 교환기간,
기타 교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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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재무부고시 제21호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
표제(標題)에 관한 건(件)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기 4283년(1950년) 11월 3일
재무부장관

최 순 주

1. 유통금지지역 및 교환권종

단기 4283년(1950년) 11월 11일부터 단기 4283년(1950년) 9월 14일자 재무부고시 제17
호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및 단기 4283년(1950년) 10월 24일자 재무부고시 제18호 제1항
에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의 조선은행 백원권의 유통을 금지한다.
2. 교환기간

단기 4283년(1950년) 11월 11일부터 동월 18일에 이르는 기간
3. 교환방법

가. 교환기관 : 각 은행 및 각 금융조합. 단,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특별교환소를
둘 수 있다.
나. 교환기준 : 등가교환으로 한다.
단, 개인이 소지한 조선은행권은 각 동회(洞會)2) 반장이 발행하는 세대주증명서에
의하여 1세대 1회에 한정하여 2만원까지 현금으로 교환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개
인 소지의 조선은행권 및 군, 관공서, 사회단체 기타 법인이 소지하는 조선은행권은
교환금액 전액을 예금으로 예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취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1조 및 제2조의 지불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동사무소의 옛 명칭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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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재무부 고시 제21호)(관보)

4. 본 고시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내의 금융기관 예금 중 단기 4283년(1950년) 10월 25일 이후
조선은행 백원권으로 예입된 각종 예금은 조선은행 백원권에 의한 교환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1조 및 제2조의 지불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5. 각 교환기관은 본 고시 제3항에 의하여 예입된 조선은행권의 금액을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은 매 5일마다 종합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각 교환기관은 교환한 조선은행권을 교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에 도착하도록
회송(回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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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고 시
재무부고시 제22호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4차 고시
표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기 4283년(1950년) 11월 3일
재무부장관

최 순 주

1. 특별교환의 인정

단기 4283년(1950년) 10월 24일자 재무부고시 제18호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및 단기
4283년(1950년) 11월 3일자 재무부고시 제21호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있어 치안상태로
기인하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한 교환기관(은행 또는 금융조합) 점포의 재개 불능 또는
재개 지연으로 말미암아 소정 교환기간 중에 교환하지 못한 지역 내의 조선은행권은 앞
서 기술한 각 고시 제2항에 규정된 교환기간에 불구하고 본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특별교환을 할 수 있다.
2. 특별교환지역 및 특별교환기간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군청소재지 경찰서장 및 교환기관의 장은
재무부고시 제18호 또는 재무고시 제21호의 시행이 불능하였던 사유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특별교환지역과 특별교환기간을 합의로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단, 특별교환기간은 교환기관 점포 재개일로부터 또는 합의결정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
하지 못한다.
3. 특별 교환방법

등가교환으로 하되 개인이 소지한 조선은행권은 각 동회 반장이 발행하는 세대주증명서
에 한하여 2만원까지 현금으로 특별교환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소지의 조선은행
권 및 군, 관공서, 사회단체 기타 법인이 소지하는 조선은행권은 특별교환금액 전액을
예금으로 예입하여야 한다. 앞서 기술한 취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
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1조 및 제2조의 지불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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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차 고시｣(재무부 고시 제21호)(관보)

4. 특별교환에 관한 보고 기타

본 고시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환지역과 특별교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는 공고일로부터 2일 내에 이를 정한 군수, 군청소재지 경찰서장 및 교환기관의 장은 그
뜻을 연서(連署)로써 한국은행 본지점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교환기관은 교환마감일 현재의 교환총액을 2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한국은
행은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한 조선은행권은 마감일부
터 5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도착하도록 현송(現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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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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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승인사무 취급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재무부고시 제27호)(관보)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5.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승인사무 취급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재무부고시 제27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재무부)

생산시기

1951년 2월 25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58891)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1)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이
승인사무 기관으로 한국은행을 지정

1)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91호) 제2조는 은행, 금융조합이 인출한도(1개월 1세대
5만원)를 초과하여 예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승
인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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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고 시
재무부고시 제27호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4차 고시
단기 4284년(1951년) 2월 25일
재무부장관

최 순 주

수제(首題)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피 지정기관 : 한국은행
본 건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제목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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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
(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재무부)

생산시기

1951년 9월 24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59019)

북한군 점령 등의 이유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라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은행권의 특별교환을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제2조에 따라 재무부장관
이 정한 고시
특별교환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임실군(4개면), 완주군(2개면), 정읍군(2개면), 순창군(4개
면), 전라남도 화순군(1개면), 나주군(1개면), 장흥군(2개면), 강원도 홍천군(3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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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고 시
재무부고시 제45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단기 4284년(1951년) 9월 24일
재무부장관

백 두 진

1. 특별교환의 인정

단기 4283년(1950년) 11월 3일자 재무부고시 제22호로 공고한 조선은행권 특별교환은
단기 4284년(1951년) 4월 18일자 재무부고시 제30호로서 마감한 바 있으나, 별기(別記)
에 표시한 지역 내의 조선은행권은 재무부고시 제30호에 불구하고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교환을 인정한다.
2. 조선은행권의 등록 및 심사

별기 지역의 치안이 회복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소관 군수는 즉시 공고로써 5일간
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 내 주민소유의 조선은행권을 등록시켜야 한다. 군수는 소관 경찰
서장과 공동책임하에 등록자의 사상(思想) 및 그 조선은행권의 출처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교환 신청

소관 군수는 전항의 결과 사상이 온건(穩健)한 자의 소유이었으며 출처가 확실한 조선은
행권을 일괄하여 부근(附近) 한국은행 본지점에 보관을 의뢰하고 그 은행권의 교환을 경
찰서장과 연서(連署)하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의 교환을 할 수 있다.
4. 교환방법

본 고시에 의한 교환은 등가교환으로 하되 개인이 소유한 조선은행권은 각 반장이 발행
하는 세대주증명서에 의하여 1세대 1회에 한정하여 5만원까지 현금으로 특별 교환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소유의 조선은행권 및 군, 관공서, 사회단체 기타 법인이 소지
하는 조선은행권은 특별 교환금액 전액을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
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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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한 고시(재무부고시 제45호)(관보)

전항의 취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제1
조 및 제2조의 지불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특별교환에 관한 보고

본 고시 제2항에 의하여 소관 군수가 조선은행권의 등록을 공고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
찰서장과 연서하여 한국은행 본지점을 경유,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교환에 관하여 재부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기(別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면 덕치면 강진면 운암면

완주군

동상면 구이면

정읍군

산내면 산외면

순창군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동계면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나주군

차도면

장흥군

유치면 장평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내면 기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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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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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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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

생산시기

1953년 2월 15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393),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86191)

전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안정된 통화가치 기반 위에 금융,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화폐가치를 100 대 1로 절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긴급명령
1953년 2월 17일부터 화폐단위를 종전의 ‘원 ‧ 전’에서 ‘환 ‧ 전’으로 변경하고 화폐교환비율을
100원=1환으로 정하였으며(제2조), 조선은행권과 일본화폐의 유통을 금지(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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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1)
제1조 본령은 재정경제상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86년(1953년) 2월 17일부터 화폐단위를 환(圜)이라 칭한다.
환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錢)으로 분할되며 전은 10리(厘)로 한다.
환의 원(圓)과의 환가비율은 환 1에 대하여 원 100(이하 환가비율이라 칭함)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아래의 각호의 화폐(이하 신권이라 칭함)만을 법화로 한다.
1.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환 표시의 은행권
2.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전, 리 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

제4조 본령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일절 금지한다.
1. 원 표시의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이하 구권이라 칭함)
2. 전 표시의 조선은행권, 조선은행사불수형(仕拂手形)2), 일본정부지폐와 일본정부주화
3. 단기 4286년(1953년) 2월 16일 현재로 은행,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
합, 우편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칭함)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전채무(이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라 칭함). 단,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는 금전채무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권으로 지불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아래의 각호의 통화는 강제통용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구권. 단,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입할 때에 한하여 강제통용의 효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전 표시의 조선은행권, 조선은행사불수형, 일본정부지폐와 일본정부주화
1) 본 자료는 한국은행 사료실에 있는 필사본을 한글화한 것이며, 뒤의 자료는 관보에 실린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를 한글화한 것으로 두 자료는 동일함 - 역주
2)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에서 1916년 6월 12일 이후 조선은행 만주소재 점포에서 발행된 10전, 20전, 50전짜
리 대용화폐로서 만주, 청도 및 시베리아 등에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에는 신
규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32년부터 재발행 되었으며 다시 1937년에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중일
전쟁이 발발되면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일본 군용통화로 지정되어 조선은행 중국 북부와 중부 점포(在北中
支)에서 발행된 은행권에 대신하는 액면가가 낮은 보조지폐의 일종이다(지불약정증권인 어음(手形)과는 다
르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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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지하는 구권은 단기 4286년 2월 25일까지 재무부장관이 거주
또는 소재 지역별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구권예입기관이라 칭함)에 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항에 의하여 구권을 예수하였을 때에는 예입자 명의 예금계정(이하 구권
예금계정이라 칭함)을 신설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일(日) 내에서 제1항의 자연인과 법인의 구권예입기관
에 대한 구권예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구권예입기관 지정과 전항의 구권예입일 지정을 한국은행 총재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日前)에 발행된 수표, 어음(지불장소가 금융기관으로 된 것
으로서 기한 도래한 것과 본령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것에 한정함) 또
는 우편환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원화표시지불지시(이하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라
칭함)를 소지하는 전조에 규정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전조에 준하여 소지하는 수표 등 원
화표시지불지시를 해당 자연인과 법인의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항의 지불지시를 예수하였을 때에는 구권예금계정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8조 전조에 의하여 예수한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수형(手形)3)교환, 추심 등 결제
에 관하여는 일체 원화에 의한 대체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단, 우편환증서 기타 우편관
서가 발행한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추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항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4조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외국여행, 외국항로취항선박 근무, 우편 소요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제6조에 규정하는 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소정 기일 후에 있어서도 제6조, 제7
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금융기관, 기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의 지출관, 출납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收入員), 지출원(支出員)이
국고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으로서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는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국고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

3) 어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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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당인 명의의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의 이미 설치된
공금예금계정에 예입하여야 하며, 세입금에 있어서는 국고 또는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입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는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권
으로써 지불된다.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금융기관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금융기관이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일(前日) 현재로 소유하고 있는 구권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입한 구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당
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신권으로써 지불된다.

제12조 제6조, 제7조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금액에 한하여 신권으로써 구권예금계정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지불청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은 신권으로써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연인과 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제6조 또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입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 또는 소재를 신고하고 동(洞) ‧ 리(里)의 장
(長)의 거주 또는 소재증명을 받아, 예입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제4
조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라 칭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
화금전채권 중 무기명정기예금, 국채저금, 국민저금과 어린이저금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예입하여야 할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소
지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예금 등 원화표시 금전채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전채권 또는 채무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 예입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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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제3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
권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를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해당 제3자에 대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질권 기타 정당한 권원(權原)에 기(基)하여 타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금전채권을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일부(確定
日附) 있는 증서를 정시(呈示)4)하여 권원을 입증하고 채권자와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전조에 규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
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신고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예입한 구권과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
화금전채권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인하는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여행, 외국항로취항선박 근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 또는 무(無)신고가 신고하여야 할 자연인 또는 법인의 과실에 인(因)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을 증명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허가를 금융기관, 기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여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체류지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대하여 체류를 신고하고 여비를
위하여 구권의 신권에 의한 교환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구권의 교환을 청구 받은 금융기관의 신권에 의한 지불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원화표시 금전채무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에 지불
기한이 도래하는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금전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기한을 제
6조에 규정하는 날 익일로 연기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7조에 규정하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로써 지불되는 금융기관의 원화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계 금전채권자는 전항의 금전채무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사이에 시효기간이 만료하는 금전
채권 ․ 채무에 관하여는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
한다.
4) 제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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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갑종의 근로소득의 급여의 지불자로서 제2
조에 규정하는 일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사이에 임금, 급료, 수당, 기타 정기적 급여
의 지불 또는 사업의 목적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통신비, 교통비 기타 사무용잡비의
지불을 위하여 자금이 소요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금계정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을 견질(見質)5)로 하여 은행 또는 금융조합
으로부터 신권에 의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제4조제3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와 제6조의 구권예금 계정의 잔액과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한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예금의 잔액에 부(附)하여야 할 이식(利息)6)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신권으로써 한 거래에 관하여는 하등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 연도 세출예산은 환가(換
價)비율로써 환(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 혹은 동의를 얻어 정하는 과징금,
가격 또는 요금은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재정법 제83조제1항제4호 중 우편환과 우편진체7)저금에 관한 요금에 있어서는 요금의
기준으로 되는 우편환과 우편진체저금의 원화금액도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제23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수입인지의 원화금액은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전항의 날부터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원화금액은 모두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제24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군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관, 군속,
응징자(應徵者)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
채권과 원화금전채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과 이에 소속하
는 군인, 군속 또는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
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식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담보물이거나, 정식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소정의
담보평가 및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담보물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역주
6) 이자 - 역주
7) ‘진체(振替), 대체(對替)’,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적는 일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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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쟁의 수행과 치안 확보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한정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7조 본령 또는 본령에 의거하여 정당히 발하는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권에 의한 지
불을 하였을 때 또는 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예수하고 이에 대하여 신권에 의한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그 행
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의 거주, 체류 또는 소재에 관
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이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동 ․ 리의 장이 허위로 증명하였을
때에는 해당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한 자에 대하여 전항의 벌을 적용한다.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벌을 적용한다.

제28조 본령 또는 본령에 의거하여 정당히 발한 명령을 위반하여 신권으로써 지불하였을
경우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신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신권의 지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
지불지시를 예수하고 이에 대하여 신권에 의한 지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불에 의하
여 교부받은 신권 중 위법으로 지불된 것을 몰수한다. 만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9조 은행 또는 금융조합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은행 또는 금융조
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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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6년(1953년) 2월 15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백 두 진
재무부장관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진 헌 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 영 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신 태 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 상 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 법 린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신 중 목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이 재 형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박 술 음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최 재 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윤 성 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강 인 택

국무위원

박 현 숙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제1조 본령은 재정경제상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86년(1953년) 2월 17일부터 화폐단위를 환(圜)이라 칭한다.
환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錢)으로 분할되며 전은 10리(厘)로 한다.
환의 원(圓)과의 환가비율은 환 1에 대하여 원 100(이하 환가비율이라 칭함)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아래의 각호의 화폐(이하 신권이라 칭함)만을 법화로 한다.
1.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환 표시의 은행권
2.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전, 리 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

제4조 본령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일절 금지한다.
58

7.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관보)

1. 원 표시의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이하 구권이라 칭함)
2. 전 표시의 조선은행권, 조선은행사불수형(仕拂手形)8), 일본정부지폐와 일본정부주화
3. 단기 4286년(1953년) 2월 16일 현재로 은행,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
합, 우편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칭함)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전채무(이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라 칭함). 단,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특정하는 금전채무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권으로 지불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日)부터 아래의 각호의 통화는 강제통용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구권. 단,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입할 때에 한하여 강제통용의 효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전 표시의 조선은행권, 조선은행사불수형, 일본정부지폐와 일본정부주화

제6조 본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지하는 구권은 단기 4286년 2월 25일까지 재무부장관이 거주
또는 소재 지역별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구권예입기관이라 칭함)에 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항에 의하여 구권을 예수하였을 때에는 예입자 명의 예금계정(이하 구권
예금계정이라 칭함)을 신설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일(日) 내에서 제1항의 자연인과 법인의 구권예입기관
에 대한 구권예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구권예입기관 지정과 전항의 구권예입일 지정을 한국은행 총재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日前)에 발행된 수표, 어음(지불장소가 금융기관으로 된 것
으로서 기한 도래한 것과 본령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것에 한정함) 또
는 우편환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원화표시지불지시(이하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라
칭함)를 소지하는 전조에 규정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전조에 준하여 소지하는 수표 등 원
화표시지불지시를 해당 자연인과 법인의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항의 지불지시를 예수하였을 때에는 구권예금계정에 합산하여야 한다.
8)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에서 1916년 6월 12일 이후 조선은행 만주소재 점포에서 발행된 10전, 20전, 50전짜
리 대용화폐로서 만주, 청도, 시베리아 등에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에는 신규발
행이 중단되었다가 1932년부터 재발행 되었으며 다시 1937년에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중일 전쟁
이 발발되면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일본 군용통화로 지정되어 조선은행 중국 북부와 중부 점포(在北中支)에
서 발행된 은행권에 대신하는 액면가가 낮은 보조지폐의 일종이다(지불약정증권인 어음(手形)과는 다르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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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조에 의하여 예수한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수형(手形)9)교환, 추심 등 결제
에 관하여는 일체 원화에 의한 대체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단, 우편환증서 기타 우편관
서가 발행한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추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항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4조제3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외국여행, 외국항로취항선박 근무, 우편 소요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제6조에 규정하는 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소정 기일 후에 있어서도 제6조, 제7
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금융기관, 기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의 지출관, 출납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收入員), 지출원(支出員)이
국고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으로서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는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국고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
된 해당인 명의의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의 이미 설치된
(旣設) 공금예금계정에 예입하여야 하며, 세입금에 있어서는 국고 또는 금고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입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는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권
으로써 지불된다.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금융기관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금융기관이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일(前日) 현재로 소유하고 있는 구권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입한 구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당
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신권으로써 지불된다.

9) 어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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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6조, 제7조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금액에 한하여 신권으로써 구권예금계정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지불청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은 신권으로써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연인과 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제6조 또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입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 또는 소재를 신고하고 동(洞) ‧ 리(里)의 장
(長)의 거주 또는 소재증명을 받아, 예입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제4
조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라 칭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
화금전채권 중 무기명정기예금, 국채저금, 국민저금과 어린이저금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예입하여야 할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소
지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예금 등 원화표시 금전채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전채권 또는 채무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 예입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제3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
권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를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해당 제3자에 대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질권 기타 정당한 권원(權原)에 기(基)하여 타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금전채권을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일부(確定
日附) 있는 증서를 정시(呈示)10)하여 권원을 입증하고 채권자와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전조에 규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
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신고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예입한 구권과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
화금전채권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인하는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여행, 외국항로취항선박 근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 또는 무(無)신고가 신고하여야 할 자연인 또는 법인의 과실에 인(因)하지 아니하였다
10) 제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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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증명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허가를 금융기관, 기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여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체류지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대하여 체류를 신고하고 여비를
위하여 구권의 신권에 의한 교환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구권의 교환을 청구 받은 금융기관의 신권에 의한 지불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원화표시 금전채무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에 지불
기한이 도래하는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금전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기한을 제
6조에 규정하는 날 익일로 연기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7조에 규정하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로써 지불되는 금융기관의 원화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계 금전채권자는 전항의 금전채무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사이에 시효기간이 만료하는 금전
채권 ․ 채무에 관하여는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갑종의 근로소득의 급여의 지불자로서 제2
조에 규정하는 일부터 제6조에 규정하는 날 사이에 임금, 급료, 수당, 기타 정기적 급여
의 지불 또는 사업의 목적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통신비, 교통비 기타 사무용잡비의
지불을 위하여 자금이 소요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금계정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을 견질(見質)11)로 하여 은행 또는 금융조
합으로부터 신권에 의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제4조제3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와 제6조의 구권예금 계정의 잔액과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한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예금의 잔액에 부(附)하여야 할 이식(利息)12)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정식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담보물이거나, 정식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소정의
담보평가 및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담보물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역주
12) 이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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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이후 신권으로써 한 거래에 관하여는 하등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 연도 세출예산은 환가(換
價)비율로써 환(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 혹은 동의를 얻어 정하는 과징금,
가격 또는 요금은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재정법 제83조제1항제4호 중 우편환과 우편진체13)저금에 관한 요금에 있어서는 요금의
기준으로 되는 우편환과 우편진체저금의 원화금액도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제23조 제2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수입인지의 원화금액은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전항의 날부터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원화금액은 모두 환가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제24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군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관, 군속,
응징자(應徵者)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
채권과 원화금전채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과 이에 소속하
는 군인, 군속 또는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
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본령의 타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쟁의 수행과 치안 확보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한정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7조 본령 또는 본령에 의거하여 정당히 발하는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권에 의한 지
불을 하였을 때 또는 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예수하고 이에 대하여 신권에 의한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그 행
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의 거주, 체류 또는 소재에 관
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이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동 ․ 리의 장이 허위로 증명하였을
때에는 해당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한 자에 대하여 전항의 벌을 적용한다.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벌을 적용한다.
13) ‘진체(振替), 대체(對替)’,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적는 일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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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본령 또는 본령에 의거하여 정당히 발한 명령을 위반하여 신권으로써 지불하였을
경우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신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신권의 지불을
받았을 경우 또는 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
지불지시를 예수하고 이에 대하여 신권에 의한 지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불에 의하
여 교부받은 신권 중 위법으로 지불된 것을 몰수한다. 만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9조 은행 또는 금융조합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은행 또는 금융조
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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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8.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긴급통화조치시행령)
(대통령령 제754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

생산시기

1953년 2월 15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86191)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53년 2월
15일 동 긴급명령과 함께 공포
긴급명령상 원화금전채무의 범위, 요지불금전채무의 내용, 금융기관 소유 구권의 한국은행
예입 등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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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6년(1953년) 2월 15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백 두 진
재무부장관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진 헌 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 영 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신 태 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 상 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 법 린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신 중 목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이 재 형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박 술 음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최 재 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윤 성 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강 인 택

국무위원

박 현 숙

대통령령 제754호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
제1조 본령에 있어서 금융기관, 환가비율, 구권, 신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
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 구권예금계정, 구권예입기관이라 함은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이하 긴급명령이라 칭함)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 긴급명령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무는 아래의 각호
의 채무로 한다.
1. 예금(이자1)를 포함함)
2. 저금(이자를 포함함)
3. 정기적금 급부금
4. 금전신탁(수익자배당을 포함함)
1) 원문은 ‘이식(利息)’.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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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수금(假受金) 중 예금의 성질을 가진 것
전항의 금전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것, 금후(今後)2) 기한이 도래할 것 또는 법정의 예고
후 기한이 도래하는 것 등을 불문한다.

제3조 긴급명령 제4조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요(要)지불 금전채무는 아래의 각호의 채무로
한다.
1.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 단, 공탁금, 보관금 등 국가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위하여 예
수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무. 단,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위하여 예수
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
4.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인에 대한 금전채무.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명백히 해당 기관을 표시하는
명의의 것에 한정한다.
전항의 기관에 속하는 금전채무로서 명백히 해당 기관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명의의 것
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증명을 받아 명의를 변
경할 때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1항 각호의 금전채무의 지불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화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환가
비율로써 환산한 원화금액을 주서(朱書) 부기한 수표 또는 지불청구서 등으로써 지불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의 금전채무를 금융기관이 신권으로써 지불할 때에는 환가비율로써 지불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전채무 지불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권에 의한 지불을 제한하거나 지불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긴급명령 제8조제1항 단서에 의한 우편환증서 기타 우편관서가 발행한 원화표시지
불지시의 추심에 있어서는 구권 예입기관이 해당 지불지시를 지불우편관서에 직접 제시
하고 그 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격지(隔地) 간에 있어서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을 통하
여 추심하여야 한다.
우편관서가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의 요구에 접하였을 때에는 환가비율로써
신권에 의한 대전(代錢)을 해당 지불지시 제시 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이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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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긴급명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금 또
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구권 또는 수표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예수하였을 때에
는 이미 설치된 국고계정 또는 공금예금계정에 구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별도 예수하여
야 한다.
전항의 구권예금계좌로부터의 지불은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자가 정
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정하여 환가비율로써 신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7조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구권을 한국은행에 예
입할 때에는 긴급명령 제2조에 규정하는 날에 전일(前日) 현재로 보유하는 구권의 명세
를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동시에 한국은행 소재지에 있는 금융기관은 구권을 예입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소재지 외(外)의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은 구권의 송금수속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전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을 예수하였을 때에는 별단예금계정에 구
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별도 예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구권예금계좌로부터의 지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
에 한정하여 환가비율로써 신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긴급명령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
표시지불지시를 예입한 자연인은 긴급명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권예금계정으로부
터 생활비로서 세대별로 환가비율로써 세대주와 세대원 1인당 5백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전조에 의하여 지불을 받은 신권의 금액이 전조에 규정하는 세대별 한도액에 미급
(未及)할 때에 있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원화금전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에 미급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관계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긴급명령 제6조에 규정하는 자연인은 제8조의 법정생활비 외에 아래의 각호의 사
용처와 금액에 한정하여 구권예금계정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원화금전채권의 신권
에 의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1. 의사, 병원 등의 의료비의 지불청구서의 제시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긴급명령 제2
조에 규정하는 날부터 긴급명령 제6조에 규정하는 날까지의 의료비의 지불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

68

8.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긴급통화조치시행령)(대통령령 제754호)(관보)

2.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화매장(火埋葬)허가서의 제시가 있었
을 경우에 있어서 장의비로서 환가비율로써 최고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항의 신권에 의한 지불에 있어서 자연인이 구권예금계정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원화금전채권을 병유하고 있을 때에는 먼저 구권예금계정을 충당하고 뒤에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의사, 병원 등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병원조산부를 말하며 의료
비라 함은 입원료, 수술료, 진찰료, 처치료, 기타 직접치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전지(轉地)요양비, 병후(病後)정양을 위한 특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인이 구권예금계정 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등 원화금전채권의 지불을 요구할 때에는 지불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채권종류, 계좌명의, 계좌기번호, 지불신청금액, 용도를 기입하여 기명날인한 별기양식
제1호의 지불승인신청서를 해당 자연인의 구권예입기관에 신고3)하여야 한다.

제12조 긴급명령 제6조, 제7조와 제13조에 의하여 자연인이 구권 또는 수표등 원화표시지
불지시를 예입하거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
채권, 채무를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가 예입 또는 신고시 현재로 동거하는 세대원을 대표
하여 일괄예입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여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부재
시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처, 세대주의 처도 없을 때에는 세대원 중 최연장자가 하여야
한다.
자연인이 전항에 의하여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를 거주지지정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할 때에는 별기 양식 제2호의 신고서에 동리(洞里)의 장(長)의 세대
주 또는 세대원의 신고일 현재 거주증명을 받고 예입하는 구권의 금액 또는 수표 등 원
화표시지불지시의 명세를,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
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전채권채무에 관한 명세를 소정란에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거
주지 지정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명의를 달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전항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명령 제6조, 제7조와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
지시를 예입하거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
3) 원문은 ‘계출(屆出)’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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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채무를 신고 할 때에는 전조 제2항의 신고서에 동리의 장의 신고일 현재 법인소재
증명을 받고 예입하는 구권의 금액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명세를, 금융기관
에 대한 원화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전채권 채무에 관한 명세를 소
정란에 기입하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소지(所地) 지정 구권예입기관에 예입, 신
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법인으로서 명의를 달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전항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인의 전조에 의한 예입과 신고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정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외의 지점, 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있
어서는 해당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대표권이 있는 자가 소재지에 있어서 예입 또는 신
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긴급명령 제13조제1항 단서의 국민저금이라 함은 지역별, 직역(職域)별, 업종별 국
민저축조합의 적립예금과 현물적립예금을 말한다.

제16조 본령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호주(戶主), 호주와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 기타로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
호주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서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자는 그 생계의 단위마
다 전항의 세대로 간주하고 그 중의 1인을 전항의 호주로 간주한다.
세대에 있어서는 호주를 세대주, 세대주 외의 자를 세대원이라 칭한다.

제17조 긴급명령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아래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제18조 긴급명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
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원화표시금전채무를 말한다.

제19조 긴급명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규정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금
융기관에 대한 예입과 동(同) 명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1회에 한정한다. 단,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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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항에 정하는 여행자교환지불증명서를 구권예입기관에 제출하고 거주지 외에 체류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 또는 재무부장관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긴급명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
신(代)한 신고에 있어서는 관리자 거주지 지정 구권예입기관에 대하여 제3자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유의 신청4) 및 대리권을 입증하고 별기 양식 제3호의 해
외거주자에 대신(代)한 원화표시금전재산신고서에 해당 제3자의 성명, 해외주소와 해당
제3자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 또는 채무에 관한 명세를 소정란에 기입
하고 관리자가 기명날인하여 관리자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에 대
한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는 해당 제3자의 성명과 동일한 명의의 것에 한정한다.

제21조 긴급명령 제15조에 의하여 거주지 이외 지역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으로부터
여비를 위하여 구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기 양식 제4호의 여
행자신고서에 유숙지의 동리사무소와 해당 동리 관할경찰관서의 증명을 받아 신고서와
함께 체류지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구권을 해당 유숙지의 구권예입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구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은 환가비율로써 제8조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불을 받을 수 있다.
구권예입기관이 전항의 지불을 할 때에는 여행신고자의 도민증 또는 시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도민증 또는 시민증 표면에 지불년월일 및 지불금융기관명을 주기(朱記)한 후
별기 양식 제5호의 여행자교환지불증명서를 교환지불요구자에 발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여행자교환지불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거주지 구권예입기관에 긴급명령 제6
조에 규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1회에 한정하여 긴급명령 제6조, 제7조
와 제13조의 예입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전조 제4항과 긴급명령 제9조 단서에 의하여 거주지 구권예입기관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예
수하는 금액은 자연인에 있어서는 해당 구권예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구권예금계정에,
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구권예금계정에 합산대기(貸記)한다. 만일 해당 구권예입
자가 속하는 세대 또는 해당 법인의 구권예금계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인 명의의 구권예
금계정을 신설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4) 원문은 ‘신립(申立)’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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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기적 급여의 지불을 위하
여 은행 또는 금융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권에 의한 융자의 금액은 월당 정기적
급여지불 원화금액의 3분의 1을 환가비율로써 환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명세표에 갑종근로소득급여신고와 대사(對査)하여
급여대상자가 정당하며 지불하고자 하는 급여원화금액이 신고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세무관서의 증명을 받아 구권예입기관을 경유 융자를 받고자 하
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제출하고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명령 제18조의 기타 사무용잡비라 함은 동리회비, 신문잡지비, 도서비, 문방구,
기타 사무용소모품비 등 사업의 목적인 업무수행상 직접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비용으로서 기부금, 교제비, 기밀비, 접대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사업의 목적인 업무의 수행상 필
요한 통신비, 교통비 등 기타 사무용잡비의 지불을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권에 의한 융자의 금액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신고한 갑종근로소득 신
고금액의 백분의 1을 환가비율로써 환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처5)별 명세서와 세무관서의 갑종근로소득급여신
고서 사본을 구권예입기관을 경유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제출하여 융
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긴급명령 제19조에 규정하는 이자에 관하여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권예금계정계좌 잔액에 대하여는 무(無)이자
2. 약정이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약정이자
3. 지불기한을 경과한 예금, 저금(우편거치저금, 우편적립저금과 우편정액저금을 제외
함)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부(附)한 이자의 율에 의한 이자
4. 지불기한을 경과한 우편거치저금, 우편적립저금과 우편정액저금에 대하여는 우편저
금의 이자
5. 급부가 확정된 정기적금급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적금의 급부보충비금(給付補充費金)
의 이율에 의한 이자
6. 계약기한을 경과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최종의 수익자배당의 율에 의한 이자

5) 원문은 ‘사도(使途)’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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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긴급명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군인, 재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의 군속응징자(軍屬應徵者)와 재무
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경찰부대에 소속하는 경찰관의 구권,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 채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국
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긴급명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과
국제연합기관, 외국사절단에 소속하는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구권 또
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긴급명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연합군에 소속하는 군인과 군속으로
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표시지불지시에 관하여
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본령 실시에 필요한 세칙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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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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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9.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긴급통화조치시행규칙)
(재무부령 제75호)(관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재무부)

생산시기

1953년 2월 15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186191)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긴급통화조치)에 따른 한국은행 앞 보고, 원화표시지불지시 취
급, 한국은행 예입 시 조치사항 등 금융기관의 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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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령
재무부령 제75호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기 4286년(1953년) 2월 15일
재무부장관 백 두 진 (인)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금융기관사무취급규정
제1조 금융기관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이하 긴급명령이라 칭함)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
일(前日) 현재의 일계표에 계상된 가수금(假受金)의 내역명세서를 은행에 있어서는 본점,
금융조합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연합회를 경유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금융기관이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칭함)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구권을 한국은행에 예입, 보고할 때에는 긴급명령 제2조에
규정하는 날 전일(前日) 현재의 일계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긴급명령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구권 또는 수표 등 원
화표시지불지시를 예수(預受)하였을 때에는 원화표시금전재산신고서(이하 신고서라 칭
함)(1) 표면의 지불지시 명세란과 입금표에 수납인을 압날(押捺)하여 수납전표로 일단
대용(代用)하고 일괄하여 수납전표를 기표할 수 있다. 단, 원화표시지불지시는 수형교환,
추심 등 결제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현금계정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금융기관이 긴급명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을 받
을 때에는 해당 지불지시 뒷면1)에 수취인의 이서 외에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기입을 받
아야 한다.

제5조 금융기관이 자연인으로부터 긴급명령 제7조에 의한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을 받
지 아니하고 긴급명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만을 예수하였을 경우에 있어
서 예수한 구권의 환가비율로 환산한 환화액이 세대에 대한 1인당 오백환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급(未及)할 때에 있어서는 구권의 예수와 동시에 지불절차를 취하고 구권예금
계정 신설의 수속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원문은 ‘이면(裏面)’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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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긴급명령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구권 또는 원화표시지불지시를 예수하였을 때에는 예수한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총 금액을 신고서(1) 뒷면의 구권예금계정원장 제1란 지불지시란
대방(貸方)에 기입하고 예수한 구권금액은 구권예금계정원장 제2란 대방과 잔액란에 각
각 기입하여야 한다.

제7조 전조의 예수한 원화표시지불지시 중 수형교환, 추심 등에 의하여 추심 결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구권예금계정원장의 대방에 기입하고 잔액에 가산(加算)하여
야 한다.
전항의 원화표시지불지시 중 부도로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신고서(1) 표면 지불지시 명세
란에 부도라는 문구를 주기(朱記)하여야 한다.

제8조 금융기관이 긴급명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표시지불지시의 예입을 받
아 예금통장을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한 구권의 기입에 앞서 예수한 지불지시의
명세와 금액을 건별로 적요란과 입금란에 기입하되 잔고란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지불지시로써 수형교환, 추심 등에 의하여 추심 결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입금액란에 기입하고 잔고에 가산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기관이 발행할 구권예금통장은 국민저축조합저금통장 B호로 대용한다.
제10조 금융기관은 신고서에 압날되어 있는 신고자 인감을 구권예금계정의 인감으로 대용
할 수 있다.

제11조 은행과 금융조합 간 및 금융조합 상호 간의 추심 사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구권예입기관이 시행령 제12조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권예금계정을 신
설할 필요가 없는 자의 신고서와 구권예금계정을 신설하여야 할 자의 신고서를 동리별
로 구분하고 각각 연속번호를 신고서 상부의 연속번호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구권예입기관이 시행령 제20조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신고서와 구분하
고 별도의 연속번호를 신고서 상부의 연속번호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명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권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신고
받은 금전채권 중 해당 구권예입기관에 보유되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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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계좌에 신고제(濟)2)라는 문구와 신고서의 연속번호를 주기(朱記)명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금전채권으로서 타금융기관에 보유되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별기 양식 제1호의 예금 등 원화금전채권신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번
호를 명시하고 해당 금전채권의 금액, 종류, 기번호, 명의를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받은 금전채권의 원장계좌에 신고제라는
문구와 통보구권예입기관명, 신고서번호 및 통보번호를 주기(朱記)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관이 긴급명령 제13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
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권원(權原)의 정당함을 확인한 후 해당 채권원장 계좌 적요란
에 신고제라는 문구, 확정일부 있는 증서의 번호와 권원의 종류를 주기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긴급명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
전채무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전채무의 채권자 금융기관에 단기 4286년 2월
25일까지 신고서번호를 명시하고 해당 금전채무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입기관이 구권 또는 원화표시지불지
시의 예수와 동시에 구권예금계정 중 구권예수액으로부터 생활비로서 신권으로써 지불
할 때에는 신고서(1) 하란(下欄)의 지불표에 관계사항을 기입하고 지불인을 압날하여 지
불전표로 일단 대용(代用)하고 일괄하여 지불전표를 기표할 수 있다.

제17조 구권예입기관이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권예금계정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기양식
제2호의 지불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승인일자, 승인번호, 지불신청자의 신고서번호, 지불
을 승인한 구권예금계정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의 명세, 자금용도, 승인금액을
기입하고 신고서(1) 뒷면의 구권예금계정 원장 또는 신고서(2) 뒷면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지불승인명세란에 승인일자, 승인번호, 승인금액. 자금용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불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
기양식 제3호의 지불요청서를 작성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이 전조 제2항의 지불요청서의 정시(呈示)3)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
무를 지불할 때에는 지불요청 구권예입기관명, 지불요청서의 번호와 자금용도를 지불하
는 금전채무원장계좌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완료함 - 역주
3) 제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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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기록에 의하거나 또는 제15조의 통보를 참고로 하여 기한
이 도래한 또는 단기 4286년 2월 25일까지 기한이 도래할 금전채권의 채무자명, 주소, 금
액, 종류, 만기일을 채무자의 구권예입기관에 단기4286년 2월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보를 받은 구권예입기관은 통보의 내용을 신고서(2) 뒷면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동향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기관 간의 제13조, 제15조와 제19조의 통보에 관한 서신의 왕복은 수도부(受渡
簿)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융기관이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화표
시금전채무를 지불할 때에 있어서 기한의 약정이 있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후가 아니면
지불하지 못한다.
전항의 원화표시금전채무로서 분할지불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기한 경과 후에는 증서
또는 통장 등에 부전(附箋)4) 또는 적기(摘記)하여 분할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신고명세 및 교환실적을 한국
은행 소재지에 있어서는 직접 한국은행에,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관할 통할점을 경유하
여 한국은행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일의 신고일보(日報)5), 교환일보(日報) 및 시재금액은 전항에 준하여 최종일 익일까
지 도착되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융기관은 예수한 구권을 단기 4286년 3월 2일까지 한국은행소재지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에,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관할 통할점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융기관이 단기 4286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일계표 또는 총계정원장잔
고표를 작성할 경우에 있어서 환표시의 거래는 환표시금액으로 계상하는 외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여 원화금액으로 합계하여야 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쪽지 - 역주
5) 매일 보고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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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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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10.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공동담화

생산기관

한국은행, 재무부

생산시기

1953년 2월 15일(추정)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393)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긴급통화조치｣(1953.2.15.)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주요 내용은 ｢긴급통화조치｣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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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공동담화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써 시행되는 ｢긴급통화조치｣는 첫째로, 전쟁 발생 후 2년 반
(半)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중압(重壓)을 가하였던 대(對)유엔군 ｢원(円)｣화 대
여가 단절됨을 계기로 하여 이 2년 반 동안에 가진 취약성을 누적하여 오던 ｢원(円)｣통화
체제를 새로운 ｢환(圜)｣통화체제로 개신(改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대(對)유엔군 대
여 ｢원(円)｣화 청산과 외국원조로써 증가되는 외환에 신(新) ｢환(圜)｣화를 연결시킴으로써
통화의 건전한 대외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모든 거래의 단위를 다같이
100분의 1로 떨어뜨려서 통화의 대내가치를 대체로 해방 직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전쟁피해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전비 증대로 말미암은 통화의 팽창 때문에 물가사정
은 악화되었고 일정한 화폐소득자의 실질소득은 다달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의 징후는 농후해 가서 원재료와 제품은 사장되고 생산의욕은 떨어지고, 반면에 고리대금
업자만 발호하며 또 일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한장 한장 세어보지를 않고 돈의 분량을 대
충 달아서 주고받고 하는 따위의 천금(賤金)사상이 흩어지고 지폐의 홍수 속에서 거래의
단위만 터무니없이 불어서 유통과 결제상에 많은 불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 금융 양면에 균형정책을 강행하여 왔었으
나 전쟁의 특이한 양상에 따라 정세는 매우 중대한 단계에 처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공산
도배(徒輩)1)들의 무모한 선전과 모략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통화질서의 개신(改新)이 불가피하였으며 또한 이 이외의 다
른 도리는 효과가 기대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긴급통화조치｣를 숙고 단행하기로 된 것인데 그
내용은 ｢원(円)｣통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새로이 ｢환(圜)｣통화를 발행해서 구｢원(円)｣화 전
부를 구｢원(円)｣화 100원에 대해서 신｢환(圜)｣화 1환(圜)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동시
에 모든 거래 단위를 100분의 1로 떨어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는 근본정신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경제적으로 보위하기 위하
는 것이므로 국민이 벌고 모은 재산권은 금전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모두 절대로 보장될
1) 함께 어울려 다녀 나쁜 짓을 하는 패거리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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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국민 각자는 소정 신고 절차에 따라 모든 원화 재산을 어김없이 은행이나 금융조합
에 소정 기일 내에 신고하여 신환(圜)화로 교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동안에 필요 없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적당한 생활비를 신고와 동시에 즉시 신｢환(圜)｣화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원(円)｣화 재산의 신고가 있어야 할 소정기간 동안은 모든 ｢원(円)｣화
채무채권의 결제를 기다려 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모든 국민은 이러한 조치를 잘 이해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근거 없는 남의 말을 믿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급한 상태
에 이르렀던 우리 경제는 이번의 긴급조치의 결과 다시 소생될 것이 확실합니다. 종전에
인플레이션에 중압(重壓)을 가하던 유엔군 원(円)화 방출은 뒷날 이에 대신될 외환교환으
로만 허용될 것이고, 구채(舊債)는 머지않아2) 청산될 것이며, 부족 양곡은 외국으로부터 대
부분 도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크라3)의 부흥재건사업의 본격화와 아울러 우방의 군사
및 경제원조가 제대로 잘 계속되고 적당히 늘기만 한다면 이번 긴급조치 수행 후는 새로운
지폐를 더 찍어내지 않고 가는 방법을 취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 경제는 안정선상에서 잘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긴급조치가 있은 후라도
재정상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 농촌이나 도시나 서로 합심해서 신생활기준
을 세워 소비수준을 적정화하고 모든 사업활동을 합리화하여 절약과 저축의 의욕을 새로이
북돋아 나아가야만 새로운 재정금융활동이 효과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서 나갈 것 같으면 우리경제는 헐고 취약한 ｢원(円)｣경제질서로부터 이탈되
어 새롭고 튼튼한 ｢환(圜)｣경제질서 속에 씩씩하고 신선하게 발전되어 나아가서 국민 각자
의 사생활이나 생산을 위한 사업경영이나 또는 정부예산운영의 모든 기반이 공산도배를 물
리치고 자손만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확고히 세워질 것을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긴급조치가 국민 각자의 자각있는 상호협력과 이 조치사무를 담당할 관계
공무원 및 금융기관직원들의 양심있는 상호선처로써 아무 사고나 불미한 일이 없이 소기한
목적이 달성되어서 허른4) ｢원(円)｣경제로부터의 이탈에 이어 새로운 ｢환(圜)｣경제의 새
출발에 광채가 빛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2) 원문은 ‘근근(近近)’ - 역주
3)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 역주
4) 낡은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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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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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1.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Korea

생산기관

Dr. Arthur I. Bloomfield

생산시기

1951년 12월 15일

자료소장

미국 Duke Univ. Perkins Library1)

Bloomfield 박사가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과 관련한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의견대립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에 보낸 서면
한국은행 운영의 민주화, 재무부의 정치적 간섭 배제 등 합의제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은행법｣ 시행 촉구, ｢한국은행법｣ 개정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

1) ｢한국은행법｣ 초안을 작성한 Bloomfield 박사는 1996년 자신의 각종 연구논문, 서신, 코멘트 자료 등을
Duke 대학에 기증하였으며, Duke 대학은 교내 Perkins Library의 고문서실인 ‘Rare Book, Manuscript,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y’에 이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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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주한유엔 민간원조사령부(UNCACK)
육군 제8201부대
군사우체국 사서함 59
1951년 12월 15일
제목 :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논란
수신 : UNCACK 부사령관
Wm. E. Carraway 대령

1. 부사령관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주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한동안
지속되던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권한 다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으며, 이는 구용서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950년 초반에 제가 J.
P. Jensen과 같이 한국의 현행 금융관계 기본법률을 기초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는
도착한 순간부터 의도하지 않게 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승만 대통령, 구용서 한국은행 총재, 백두진 재무부장관, 장기영 한국은행 부
총재, 최순주 박사(전 조선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오위영 의원(국회 재무위원회의 영향
력 있는 위원), 그리고 이보다 하위급의 은행관계자 및 정부관료들이 저를 찾아오고,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2. 제 입장에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이르긴 하지만 현재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
는 금융통제권 다툼과 이것이 미칠 영향에 관하여 감히 아래와 같이 잠정적으로나마 말
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관련인사들과도 충분히 친숙
해졌습니다. 먼저 저는 구용서 총재의 해임 자체는 현재의 금융관계법2)과 동법이 제공
하는 안전장치를 훼손시키고, 금융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재무부 통제하에 두려고 하
는 일련의 조치 중 이것이 분명 첫 번째일 것이라는 사실에 비해서는 훨씬 덜 중요하다
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법｣은 시행되었으나 ｢은행법｣은 시행 전이었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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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지금과 같은 경쟁 역사는 Jensen과 제가 초안을 작성한 한국은행
법과 은행법이 195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은 일본의 전통에 따라 재무부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
러한 통제는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발하는 규정과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대한금융
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및 조흥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을 소유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운영
과 업무를 민주화하고 재무부로부터의 유해한 정치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이 국민경제의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대표하는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재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함)의 지시하에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에 국가의 통화, 신용 및 외환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1950년 4월 한
국은행법의 제정 직전 수개월 동안 우리가 제안한 금융관계법에 대한 반대(주로 재무부
가 중심이 되었음)의 대부분을 유발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 때문
이었습니다.
4. 우리가 제안한 금융관계법 중 일부 집단(특히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재
무부와 식산은행3))에서 반대했던 또 다른 특징적 부분은 장기대출, 특히 상업은행의 장
기대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은행법 초안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기대출은 장기예금과 일반 대중에 대한 장기채권의 매각,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축
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통념화된 보수
적 은행업무 원칙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 당시까지도 한국에 만연되어
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갑절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위에서
언급한 반대로 인하여 이 중요한 규정은 최종 통과된 은행법에서 일부 무력화되었습니
다. 하지만 비록 은행법이 1950년 4월 21일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5.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재무부는 국가의 금융 및 신용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매우 자주 금융통화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가
한국은행법 초안을 작성했을 때 감히 기대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보다 독립적
인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저는 백두진 장관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정책에 대한 지배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
3) 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기존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특수은행으로서
의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으며 해방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후 1954년 10월 ｢한국산
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에 흡수되었음.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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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도 전반에 대한 지배 및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그의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6. 부사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몇 달 전에 현재의 식산은행을 개편하기 위한 법
안4)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와 식산은행이 공동으로 기초한 것인데
이는 동 은행을 재무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두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금융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권 밖에 두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도 합니다. 하지만 동 법안은 현재 산업은행채권을 위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 지속적인 통화량 팽창을 수반하는 한국은행의 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채권발행
에 기반을 두고 장기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위험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띄는 위험 이외에도 이 법안은 형편없이 기초되었으며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히 이러한 이유(특히 첫 번째)로 이
법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현재의 식산은행 개편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인사도 개별
적으로 특히 장기영 부총재(제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금융마인드를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분)는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7. 최순주 박사와 한국은행 내에서 제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반대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로 인해 재무부장관 측은 한국은행 운영 및 금융통화위원회를
그가 원하는 바에 보다 순종하고 자신의 통제에 보다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행의 최고위인사(특히 구용서 총재와 장기영 부총재)를 교체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졌
습니다. 구용서 총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실’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은행 외국부 업
무에 있어서 ‘위법행위’ 의혹, 즉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 개별 무역업자들에 대한 법
정한도를 초과한 무역여신의 제공과 일부 무역업자에 대한 차별적 우대행위에서 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 의혹을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은 구용서 총재에게 사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두진 장관이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후임 총재5)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총재 교체와 함께 장기영 부총재 또한 몰아내려고 하
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과 관
련하여 백두진 장관은 저에게 자신은 구용서 총재의 ‘사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유
일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위법행위’였다고 확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한국산업은행법(안)｣ - 역주
5) 사흘 뒤인 18일에 후임 김유택 총재 부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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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구용서 총재에 대한 혐의를 밝힐 위치에 있지 않으며 모든 관련 의
혹에 관하여 알고 있음을 비출 수도 없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특히 구 총재 사임의 대안이 제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백 장관 자신의 사임이라면 구 총
재의 해임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
에게 있는 증거에 따르면 재무부 측에 한국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욕망이 있
으며 구 총재의 해임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겨우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미군정청과 경제협력처(ECA)6)는 1945년부터 1950
년까지 금융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악영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융통화위원회의 방어와 금융관계법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면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재무부장관들 모두가 백 장관과 같이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 이와 관련하여 철저히 악성인 법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식산은행 개편 법안뿐 아니라 국
회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자체를 개정하는 법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행법 개정법안의 번역문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주된 골자가 금융통화위원회를 폐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은행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동향은 구 총재의 해임
에 더하여 현재의 금융관계법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조직
적 움직임을 시사하는 모습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 총재의 사임을 우리가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국내 정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우리는 백 장관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은행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b. 우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한국은행법을 수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
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c. 우리는 식산은행 개편법안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금융관계법의 문구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기 ‘재건’대출을 제
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필연적으로
6)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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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킬 것입니다(백 장관은 이러한 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에게 확언하였지만, 후일 자신의 입장을 제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1. 저는 이 문제가 한국에서 제가 수행하는 임무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음), 앞으로 몇 달 동안 저의
다른 업무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
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만일 현행 금융관계법의 몇몇 변경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
경안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백 장관이 계류 중
인 법안들에 관하여 국회 재무위원회와 논의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제
게 약속하긴 했지만, 저는 부사령관께서 이들 법안들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최종 법안을 작성할 때에 저의 적극적 참여와 조언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백 장관에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I. Bloom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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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2.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련 블룸필드 박사 앞 질의내용1)

생산기관

한국은행

생산시기

1952년 2월 11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21)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해석 ‧ 운용과 관련하여 두 법을 기초한 Bloomfield
박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질의서

1)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제3권에 수록된 이 자료의 일부(114-164쪽)는 다음다음의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참조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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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한민국, 서울
문서국

부산
1952년 2월 11일

친애하는 블룸필드 박사님께,
한국은행법 및 일반 은행법을 다음과 같이 영어로 동봉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a) 한국은행 조직기구 전문
b) 한국은행 정관 전문
c) 한국은행법에 대한 질의
우리 조직은 현대화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여러 은행법령의 입법적 근거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대한 박사님의 친절하고 해박한 조언과 답변은 우리 중앙은행뿐 아니라 일
반 금융기관 운영에 있어서 국가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며 향후 한국은행의 모든 조직과 관
련한 기본 지침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당행 조직과 우리의 질의에 관한 검토 후에 아낌없는 조언과 답변을 해 주
시기를 희망하면서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구(敬具)2)
총재를 대리하여:

(사인)
이 호 상
한국은행 문서국장

2) 삼가 아뢴다는 뜻으로 편지 끝에 쓰는 말. 영어 원문은 ‘sincerely yours’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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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4일 총무부 지침 제785호에 따라 부산에서 선포됨

제1장 직제
제1조 당행의 직원 직제는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감사, 은행감독부장, 부장, 국장, 지점
장, 차장, 검사역, 은행검사역, 출장소장, 과장, 과장대리, 지점장대리, 출장소장대리, 참
사(參事), 기사(技師), 행원(行員), 고원(雇圓)3), 용원(傭圓)4)으로 구분된다.
위 직원 중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감사, 은행감독부장을 급수 외 직원으로 하며, 기
타 직원을 각각 아래의 순서에 따라 1급 내지 7급 직원으로 구분한다.
1급 직원 — 은행감독부장 외의 부장, 국장, 지점장, 부 ‧ 국 ‧ 지점의 차장, 은행검사역, 출
장소장

2급 직원 — 차장, 검사역, 은행검사역, 출장소장, 과장, 과장대리, 지점장대리, 출장소장
대리, 기사
3급 직원 — 과장대리, 지점장대리, 출장소장대리, 참사(參事), 기사(技師)
4급, 5급 직원 — 행원(行員)
6급 직원 — 고원(雇圓)
7급 직원 — 용원(傭圓)
당행은 위에서 규정한 직원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의 고문 및 전문
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본점
제2조 당행 본점에는 아래와 같이 실(室), 부(部), 국(局)을 둔다.
1. 감사실
2. 은행감독부
3. 총무부
4. 업무부
5. 조사부
6. 외국부

3) 행원 보조원(Junior Clerk) - 역주
4) 잡역, 서무원(Janitor)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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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국
8. 국고국
9. 발권국
10. 출납국
은행감독부에는 은행감독국과 은행검사제1국 및 은행검사제2국의 3개 국을 둔다.

제3조 감사실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당행의 회계와 소유물의 감사 및 검사의 지속적 수행

제4조 은행감독부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주기적 검사에 관한 사항

제5조 총무부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직제(職制)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임면, 채용, 배치, 승진, 규율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급여, 상여금,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훈련, 교육, 풍기(風紀)에 관한 사항
6. 직원사택 사용에 관한 사항
7. 후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보건후생시설,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9. 소비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
10. 행우회에 관한 사항
11. 영선(營繕)5)에 관한 사항
12. 우편 및 문서의 접수, 발송, 보존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편성, 실행, 전용에 관한 사항
14. 소유 부동산, 동산 유지보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5. 물품 공급, 운송에 관한 사항
16. 인쇄, 제본에 관한 사항
17. 방호(防護), 경비(警備), 당직, 숙직에 관한 사항
5) 건물의 신축, 유지, 수선 등의 업무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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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기(登記), 공고(公告)에 관한 사항
19. 사용 후의 문서, 장부, 전표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20. 당행 내 다른 조직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

제6조 업무부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기타 당행 업무 수행상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 부, 국, 지점 ‧ 출장소의 사무 조정과 다른 실, 부, 국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무 조정
에 관한 사항
3. 각 금융기관의 업무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기획입안, 홍보
5. 국내 은행 간 환거래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의 위임업무 대리에 관한 사항
7. 당행 업무상 필요한 각종 문서, 증서, 전표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8. 융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연체대출금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계정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연말결산에 관한 사항
12. 장부, 증서, 계정과목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13. 각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 감사(監査), 산정에 관한 사항
14. 각 금융기관의 업태 조사에 관한 사항
15. 예금, 대출, 내국환, 어음 ‧ 수표추심에 관한 사항
16. 각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 취급에 관한 사항
17.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매, 상환에 관한 사항
18. 내국환에 관한 사항
19.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
20. 국채, 정부보증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21. 내국환 집중결제에 관한 사항
22. 금은화(金銀貨), 지금은(地金銀)에 관한 사항
23. 금은화(金銀貨), 지금은(地金銀)의 감정분석에 관한 사항
24. 신용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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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부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 또는 건의할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과 연
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재정, 금융,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통계자
료의 모집,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3. 당행 연차보고서 작성과 한국은행법 제99조에 규정된 분기보고서의 금융통화위원회
에 작성 ‧ 제출에 관한 사항
4. 국가통계 작성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 계몽촉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실, 부, 국의 통계와 통계자료의 집중 ‧ 통일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책자, 간행물의 구입,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7. 출판, 공보(公報), 발표에 관한 사항
8. 각종 책자, 간행물, 보고서의 편수, 발간에 관한 사항

제8조 외국부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외환업무에 관한 기획입안
2. 당행의 환거래은행으로서 외국금융기관과의 환거래계약의 체결
3. 당행의 환거래은행인 외국금융기관과의 환거래계약의 유지 또는 환거래은행과의 다
양한 역할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 내의 수입업자와 정부를 위하여 당행의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수입신용장
의 발행
5. 대한민국내의 수출업자와 정부를 위하여 당행의 외국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수출신용
장에 의한 여신
6. 수출선적서류를 담보로 하는 대한민국내의 수출업자에 대한 여신
7. 당행 정부외환계정의 감독 및 통할
8. 당행 민간외환계정의 감독과 당해계정의 인허된 예금자간의 대체거래의 중개
9.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의하여 인허된 자에 대한 외환의 매도
10.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인허된 자에 의해 당행에 제시된 외환의
매입

11. 은행 또는 외국 금융기관, 국제적 은행 또는 금융기관, 외국정부와 외국정부대행기
관 또는 국제연합기구의 예금 인수
1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외환업무와 국제적 은행의 외환업무 수행상 금융통화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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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외지점, 출장소의 업무 통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외환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조사

제9조 문서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2.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의 공지, 지시에 관한 사항
3. 비밀 ‧ 대외비문서, 증서, 우편의 접수, 등록, 발송, 보존에 관한 사항
4. 중요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신부호, 약어 관리에 관한 사항
6. 금융통화위원회, 동 위원과 관련된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7.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감사, 은행감독부장과 관련된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8. 의전, 의례, 접견에 관한 사항

제10조 국고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고사무에 관한 조사, 기획, 지시
2. 국고사무 감독, 통할에 관한 사항
3. 국고사무의 대리점, 외자대리점, 국세대리점의 선정, 감독에 관한 사항
4. 국고사무 취급비용에 관한 사항
5. 정부대상금에 관한 사항
6. 국고금의 수입과 지불에 관한 사항
7. 국고금의 송금에 관한 사항
8. 정부 및 당행이 인허한 대리점 예금 및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 예금에 관한 사항
10. 국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11. 국채대리점의 선정,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채사무 취급비용에 관한 사항
13.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입과 원리금의 지불에 관한 사항
14. 국채증권, 이표의 수입, 지불, 보관에 관한 사항
15. 국채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11조 발권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은행권, 주화, 통화안정증권의 제조에 관한 기획 입안
2. 은행권, 주화,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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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발행 은행권, 주화, 통화안정증권의 보관, 현송에 관한 사항
4. 은행권, 주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회수, 기타에 관한 사항
5. 폐기은행권, 회수통화, 훼손주화, 폐기 당행 통화안정증권의 수입, 보관, 정사, 소각에
관한 사항

제12조 출납국은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출납사무에 관한 기획, 입안
2. 현금, 지금은의 수입, 지불, 보관에 관한 사항
3. 정부 기탁금, 특별 보관품의 수입, 지급, 보관에 관한 사항
4. 당행 소유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의 수입, 지급, 보관에 관한 사항
5. 어음 및 수표의 교환사무에 관한 사항
6. 손상 은행권 ‧ 주화 및 회수통화의 교환에 관한 사항
7. 현금의 정사, 감정에 관한 사항
8. 미정리권 보관에 관한 사항

제13조 각 부장, 국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총재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은 때에는 제3조부
터 제12조까지의 직무권한에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각 부, 국에 장을 두어 부, 국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은행감독국과 은행검사제1국
및 은행검사제2국의 장은 은행감독부장을 보좌하며 그 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감사실에 검사역을, 은행감독부 은행검사제1국과 은행검사제2국에 은행검사역을
두어 감사 또는 은행감독부장을 각각 보좌하게 한다.

제16조 각 부, 국에 차장을 두어 부, 국의 장을 각각 보좌하게 한다.
제17조 부 ‧ 국장이 유고시에는 그 부 ‧ 국의 차장이, 차장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상급자가
대리하며, 차장 유고시 또는 차장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부 ‧ 국의 소관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특별히 대리자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각 부, 국에 과를 둘 수 있다. 과에 과장을 두어 부 ‧ 국장을 보좌하게 하며 그 과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다만 감사실, 은행감독국, 은행검사제1국과 은행검사제2국에 참
사를 두어 각각 감사, 국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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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에 과장대리, 참사 또는 기사를 두어 과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과장 유고시
에는 그 과의 상급 책임자가 대리한다. 다만 부 ‧ 국장은 그 부 ‧ 국원 중에서 특별히 대리
자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과에 계를 둘 수 있다. 계에 계장을 두어 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계장
유고시에는 그 계의 차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 다만 부 ‧ 국 ‧ 과장은 그 부 ‧ 국 ‧ 과
원 중에서 특별히 대리자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부, 국의 사무에 필요한 규정은 총재의 승인을 받아 부 ‧ 국장이 정하며 감사실의 사
무에 필요한 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정한다.

제2절 지점, 출장소
제22조 지점에 지점장을 두어 지점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제23조 지점에 차장, 지점장대리, 참사를 두어 지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점장 유고시에는 차장이 대리하며, 차장 유고시 또는 차장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지점장대리 또는 상급 참사가 각자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점장을 대리한다.

제25조 지점에 계를 둘 수 있다. 계를 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지점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신임자에 대한 사무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전임자의
명의와 그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출장소와 출장소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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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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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

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3.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

생산기관

Dr. Arthur I. Bloomfield

생산시기

1952년 2월 28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849)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해석 및 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40개 항목의 질의에 대해
Bloomfield 박사가 회신한 답변서
※ 다음의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이 이 자료의 한글본이므로 별도로
번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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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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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2

｢한국은행법｣, ｢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생산기관

Dr. Arthur I. Bloomfield(한국은행 번역)

생산시기

1952년 3월 21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22)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련 질의에 대한 Bloomfield 박사 답신서(1952.2.28.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의 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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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년(서기 1952년)

한국은행법 관계 질의응답
(번역문)

문서과
은행감독부장 공람결재
감사

공람결재

기안 4285년(서기 1952년) 3월 21일
총재 부총재 문서국장 문서과장 결재

건명 : ｢한국은행법 은행법 관계 질의｣ 공람의 건
게제(揭題)건에 관한 Bloomfield 박사의 회신1) 전문을 번역2)하여 별첨과 같이 공람하나
이다.

1) 원문은 ‘회시(回示)’ - 역주
2) 과거 ｢Answers to Forty Questions Submitted by the Bank of Korea｣의 국한문 혼용체 번역본은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번역본을 한글화한 것임. 단락구분은 영문 서신의 구분에 따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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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년(1952년) 2월 28일
Arthur I. Bloomfield
한국은행 문서국장 이호상 귀하

경계(敬啓)3) 2년 전 본인 및 본인의 동료 John P. Jensen씨가 한국정부를 위하여 기초
하였던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각 조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귀하가 제출하신 40개 문
제의 질의 회신문4)을 동봉 송부케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하가 본인에
게 상기 질의를 제출하여 주신 사실은 귀행 직원 제위(諸位)5)가 착잡한 환경에서 귀행 업
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은행법6)의 조문과 정신을 고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기에 최상의 만족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법을 기초함에 있어 Jensen씨와 본인 자신은 귀행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상세한 지
시와 규정을 망라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본법 중에 특정 조문으로써 삽입할 중요성을 느
끼지 않는 각종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동
위원회에 일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동 위원회의 제반 결정을 한국은행정
관에 기재할 것이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제 중 상기한 종류의 질의에 대
하여는 적의 회신7)한 바 있으나, 한편 법률적 성격을 띠는 질의에 대하여는 본인의 권능으
로써 확정적으로 회신하기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본건 질의 및 본인 조사에서 귀납되는 결론에 의하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대한 아무런 개정도 필요치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양 은행법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변천기에 기초된 것이므로 유동하는 조건에 상응하여 자유롭고 적응성
있는 허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조문이 여유 있게 기초되었던 것입니다. 본법 통
과 후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로 말미암아 양 은행법 중 어떤 조문이 은행의 효율적 업무수
행을 저해하거나 곤란케 하는 예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국의 금융안정이 확
립될 때에는 그 당시에 시현될 신금융체제에 조응하여 조문을 적의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은행법 제4장제5절 및 제9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만일의 경우에 있어
3) 삼가 말씀을 드리다. - 역주
4) 원문은 ‘회시문(回示文)’ - 역주
5) 여러분들 - 역주
6)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 역주
7) 원문은 ‘회시(回示)’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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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개정 필요성에 관하여는 본법 기초 당시 Mr. Jensen과 본인이 이미 인정한 바 있으
나, 본인의 소견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8) 없다고 봅니다.
은행업무 현황에 관한 본인의 소감을 단편 보고로써 현재 기고중인바, 본 보고 중에 은
행이 금융 면에서 채택하여야 할 적절한 정책과 조치에 관하여 건의할 작정이며, 특히 귀
질의에 관한 일층 상세한 설명을 첨가하려 합니다.
동봉한 답변서가 귀 질의의 제반 요점을 명백히 함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며, 귀
질의의 대부분이 업무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면에 치중한 감이 있어 이 점 다소 실망을 느
끼었으니, 업무면에 관한 질의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서슴지 말고 제출하여 주시길 희
망합니다.
경구(敬具)9)

8) 원문은 ‘전연(全然)’. 이하 같음 - 역주
9) 삼가 아뢴다는 뜻으로 편지 끝에 쓰는 말. 영어 원문은 ‘sincerely yours,’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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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한국은행법10) 제7조)
○ 질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함에 있어
(a) 명백히 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b)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 것이나 지시,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인가
○ 회답

한국은행법을 기초함에 있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도저히 망라할 수는 없었고, 특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또는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특정 기능에 관하여서만 명문을 삽입하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정할 수 있
는 대부분의 기능을 동 위원회의 광범한 지시에 일임하였던 것이다. 즉 본법 제7조에 ｢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 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법에
명기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으로 한국은행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한국은행
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어떠한 사항일지라도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제2문(한국은행법 제8조)11)
○ 질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임기만료 때 재선해도 무방한가
○ 회답

본법 제13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의원 및 대리위원
은 임기만료 때 재선도 무방하다.

10) 원문에 ‘한은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은행법’으로 표기하였음 - 역주
11)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제3권 Ⅳ. 2. 4 중 334쪽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국한문 번역문에는 219쪽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국한문 번역문의 본 ‘제2문’이 누락되어 있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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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한국은행법 제8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질의

한국은행법 제8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이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진정한 이익의 대표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동 위원은 임기만료 이전일지라도 사임케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한가
1. 금융기관 선출위원이 어느 은행의 두취(頭取)12)를 사임하고 어느 무역회사 사장에 취
임한 후일지라도 그 위원은 금융기관 대표자로 유임할 수 있는가
2.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이 농림부장관에 취임하였을 때 동 위원
의 계속 유임은 타당한가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그 임기 중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을 때 그 위원은 계속 유임할
수 있는가
(주) 국회법 제10조 ｢의원은 그 임기 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략)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 회답

본 질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여 한국은행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금융통
화위원이 추천을 받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함에 이르렀다면 그 위원은 당연
히 해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국회의원에 선출된 금융
통화위원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임 필연일 것이다.

제4문(한국은행법 제8조제6호)
○ 질의

정부의 기구변경으로 기획처가 폐지된다면 한국은행법 제8조제6호에 의하여 임명된 현
존 위원은 즉시로 실격되고 말 것인가 또는 임기만료 때까지 재임하게 되는 것인가
○ 회답

기획처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호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은 사임 부득
이할 것이며, 그 잔여임기는 현 기획처 소관사무를 인계한 정부부(政府部)13) 기타 기관
12) 은행장 - 역주
13) 정부 부처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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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천한 후보자 4명 중에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으로써 계
승되어야 할 것을 건의한다(단, 당해 부(部) 장관이 이미 금융통화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위원의 계승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될 것을 건의14)한다.
여하튼 본건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며, 한국은행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5문(한국은행법 제10조 및 제28조)
○ 질의

한국은행법 제10조에서 금융기관을 정의함에 있어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
융조합은 법 제8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대행기관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문에 의하여 은행감독부장은 정부대행기관으로 간주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견은 어
떠한가

만약 그렇다면 분할할 수 없는 법률상 1개 주체로서의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정부대행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를 금융업무에서 획득한 자산으로 보상할 것이므로 은행감독
부장은 완전한 감독을 할 수 없게 되며, 금융기관의 공익성이 손상되게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한가
○ 회답

학술적으로 말하면 은행감독부장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의 금융업무에 한하
여 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정부대행기관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상품매매업 및 기타
비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본인은 위 두 업무부문이 상호 별
개 회계로 적당히 분리될 것을 당초에 기대하고 희망하였던 것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며, 양 업무부문은 어느 정도 교착되어 있기 때문에
위 결함이 시정될 때 까지는 은행감독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약간 곤란이 수
반될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본인 판단에 의하면 현 상태가 존속되는
한 은행감독부장은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위 기관의 금융업무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의 어떠한 업무부문일지라도 이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바이다.
14) 기획처 폐지 후 신위원의 후임 위원 선임 때까지도 ｢한국은행법｣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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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문(한국은행법 제21조)
○ 질의

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동 회의
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a) 본조에 있어 단독이란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
한 위원을 제외하는 어떤 위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b)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익에 대
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이유는 무엇인가
○ 회답

(a) 본조에 사용된 단독 및 연대라는 용어는 한국법률용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일
본민법 제432조의 그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만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개개 위원 또는 전
위원(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을 제외함)이 그 손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소
될 것을 의미한다. 단독적으로 또는 연대적으로 제소 여부는 관계 사법당국이 결정
할 문제이다.
(b) 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
하여 한국은행법에 아무런 규정도 넣지 않은 것은 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
적 적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명문화함은 한국은행법을 필요
이상으로 장문화하여 번루(煩累)15)케 하였을 것이다.

제7문(한국은행법 제22조)
○ 질의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바,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한다면 그 후임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 회답

본건은 법 제12조에 ｢재임기간을 만료시킬 수 없는 이유(사임을 포함)로 인하여 금융통
15) 번거로운 근심 걱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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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원회 위원에 궐원(闕員)16)이 생긴 때에는(총재의 궐원을 포함) 신위원을 임명한다.
단,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재
가 2년 재직 후 사임한다면 신임총재의 임기는 2년으로써 만료된다.

제8문(한국은행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
○ 질의

한국은행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총재는 ｢한국은행의 업무와 내부적 사무집행을 통리
(統理)하며(이하 생략)｣라고 하였고, 법 제25조 규정에는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업무 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은행감독부도 한국은행의 일(一) 부과(部課)인 만큼 총재는 은행감독부
를 통리하고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나, 한편 법 제28조에 따르면 ｢한
국은행에 은행감독부를 둔다. 은행감독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본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총재는 은행감독부
의 업무를 통리하며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것도 같이 해석되는데 이는 타당한 법해석인가
만일 그렇다면 총재와 은행감독부장 간의 권한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회답

은행감독부는 감독 및 검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통화위원회에 직속되는 것이므로
은행감독부에 대한 총재의 권한은 동부(同部) 기능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활동부문
(예를 들면 인사문제)에 국한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규정한 정책에 의거
하여 집행하는 총재는 한국은행의 최고간부의 자격으로서 단지 은행감독부의 감독 및
검사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동부의 업무를 통리하고 동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
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확호부동(確乎不動)한 한계를 긋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
나 총재와 은행감독부장의 직능이 어느 정도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만큼 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양자 간 중대한 권한 상충은 있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제9문(한국은행법 제28조)
○ 질의

은행감독부장은 금융기관 직원 급여의 증액을 명령할 수 있으며 경비예산의 삭감을 명
령할 수 있는가
16) 결원(缺員)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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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은행감독부장은 특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은행감독부장은 일정한 사항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충고 혹은 권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명령 또는 수정은 금융기관이 은행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
나 그 자산상태가 위험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은행감독부장의 건의로써 금융통화위
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개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 및 경비의 다과(多寡)에 관한 사항은 저임금 또
는 과다한 경비로 인하여 은행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상태 및 효율
을 위협한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대내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은행감독부장이나 금융통화
위원회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무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재에
있어 여러 금융기관이 저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한편, 일반경비는 그 수익면에 비해서 너
무나 과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 자력(資力) 및 능률 향상을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는 은행감독부장에 건의에 의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문(통화조치로 인한 교환차액 및 피탈은행권 처리방법)
○ 질의

(1) 서기 1950년 8월 28일에 발포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조선은행권
백원권 통화조치｣로 무효선언된 조선은행권 교환차액금(｢조은권(朝銀券) 백원권 발
행고｣와 ｢통화조치에 의한 회수액｣과의 차액)을 정부와 당행 양자 중 누구에게 귀속
시킴이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한가
(2) 6 ‧ 25사변 중 불가항력으로 북한괴뢰군에게 피탈된 당행 보유 미발행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장부의 발행권 계정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종류의 은행권은 정부와 당행 양
자 중 누구가 부담함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귀견은 어떠한가
○ 회답

앞의 두 질의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 상호 관련되어 있다. 회수되지 않은 은행권의 가액
은 한국은행에 귀속될 것은 명백하다. 앞의 (1)항에서 소득된 이익과 동 (2)항에서 발생
한 손실과의 상쇄로써 해결될 문제이다.
앞의 (2)항의 은행권은 현재 전재(戰災)자산계정의 일부인 만큼 (1)항 금액을 조정한 잔
액은 가급적 빨리 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즉 적립금과 자본금으로써 보전할 것이고 적
립금 및 자본금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정부가 신속히 보상하여야 하므로 제1항 및 제2항
으로 인한 순손실액은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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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문(한국은행법 제30조)
○ 질의

한국은행법 제30조에 ｢은행감독부장과 그 소속직원은 은행감독부의 업무수행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감독, 검사와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제3
자에 대하여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그 법적 구속력의 한계는 어떠
한가
○ 회답

대체로 은행감독부장과 그 소속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함은 대상 금융기관의 역원(役員)17)이나 직원에 국한되는 것
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
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의
하여 명백히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은행감독부장 및 그 소속직원이 대상
금융기관의 역원 및 직원 이외의 제3자를 취급함은 정상적 기능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
를 사실상 관례로 시인함은 결코 한국은행법의 목적이 아닌 것이다.

제12문(한국은행법 제33조)
○ 질의

법 제3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심계원(審計院)18)과 재무부에 의하여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바, (1) 이중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양자 간의 한계는 어떠한가
○ 회답

Jensen씨와 본인이 기초한 한국은행법 원문에서는 한국은행은 심계원에 한해서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무부에서도 검사한다는 조항은 최종 통과된 수정법안에 삽입되었
던 것이므로 위 질문은 수정한 당사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검사기능은 심계원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재무부는 한국은행 검사권한을 가져
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중검사는 혼란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중복이 될 뿐이다.

17) 임원 - 역주
18) 1962년 12월 헌법개정에 의하여 1963년 3월 감사원으로 개편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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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문(한국은행법 제35조)
○ 질의

감사의 보좌원은 하급 직원일지라도 전부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명하여야 하는가, 만일
일부 하급직원의 임명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타(他)에 위임한다면 감사 및 총재 중 누구에
게 위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 회답

한국은행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감사의 직무수행 상 감사를 보좌
하는 필요한 인원을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원이란 어의(語義)
는 감사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모든 전문기술면의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필요한 보통
사무직원 및 기타 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보통사무직원 및 기타 보조자는
소정 채용수속(手續)19)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도록 금융통화위원
회가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14문(한국은행법 제63조)
○ 질의

예금지불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음교환결제와 금융기관의
대차결제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금지불을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권
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현찰로 지불할 수 없는가
만일 없다면 예금지불준비 보유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 회답

이 질의는 예금지불준비금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함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금지
불준비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제함으로써 통화공급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절함에 있다(Bloomfield, Jensen 공저, 남한은행 개혁론 51쪽20) 참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지불준비금을 어음교환결제와 금융기관의 대
차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다만, 예금지불준비금제도에 수반된 우연한 편
의에 불과하고 그 제1의적(第一義的) 목적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 여하와 관계없이 지불준비금을 자유로이 현
19) 채용절차 - 역주
20) ｢Banking Reform in South Korea｣(1951년, 뉴욕연방준비은행 발간, 107쪽)임. 한국은행 도서관에 1963년
판이 있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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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 지불할 수 있으나, 현찰(또는 수표)로써 지불한 결과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예
금지불준비금 이하로 예금지불준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에 그 이하
로 감소되면 당해 은행은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60조 참조).
현찰 지불은 조금도 예금지불준비금제도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즉 대
한민국과 같이 화폐가 통화공급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가에서는 현찰지불이 비교적 많
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금지불준비금 지불이 수표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
는 것이다.

제15문(한국은행법 제64조)
○ 질의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업무에 대
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은행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
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본법과 한국은행법
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며, 본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
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었으
며, 이식(利息)제한령21)에 따르면 최고 이식율은 연 2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통화
위원회는 이식제한령에 규정된 이율을 초과한 최고율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는
데 귀견은 어떠한가
○ 회답

본건은 순 법률적 사항이어서 본인이 최후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식제한령에 규정된 율을 초과한 최고이율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한국은행법 제111조 ｢본법에 저촉하는 종전의 법령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된다.｣
에 의거한다.

제16문(한국은행법 제69조제3항)
○ 질의

본 조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와 은행업의 안전이 직접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
시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할 수 있다. 전쟁에 의하여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또
경제복구계획에 당면한 한국의 현재 상황하에서 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또 한
국은행법 제94조의 규정 적용은 어떠한 것인가
21) ｢이자제한법｣(1962.1.15. 제정)으로 바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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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제69조의 목적은 공황 등의 결과로서 거래선의 막대한 은행예금 인출, 예를 들어 ｢은행
뇌취(雷取)22)｣로 각개 은행의 준비금에 막심한 고갈을 결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정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이 문을 닫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
기 위해서는 대금융기관 융자의 통상적 규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 긴요하고 이것이 제69조제3항의 진실한 목적이다.
본 조문 중의 ｢긴급 시｣라 함은 오늘 당면하고 있는 형태의 정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각한 인플레이션하에 있어서나 재건이 요청되는 현실태는 본 조문의 적용을 정당화하
지는 않는다. 이 양자는 모두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
급 시｣를 형성하지 않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진행시기에 있어서는 제76조에 규정된 바
와 같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 법 제94조는 현상태와는 하등 관련이 없고 동 조문은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
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제17문(한국은행법 제69조 및 제70조)
○ 질의

가) 제69조제2항에는 한국은행은 ｢1년 이내의 기한부 대부를……｣ 할 수 있다 하였는
데, 여기서 ｢1년｣이라는 용어는 대부약정기일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어음기한을
말하는 것인가
나) 제70조에는 신용증권의 갱신 및 환치는 1회에 한하고, 또 원기한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기간의 2분의 1｣이라는 용어는 대부약정기일
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어음기일을 의미하는 것인가
○ 회답

제69조 및 제70조 기초 당시 기초자들은 한국에서는 비록 대부가 보통 1년 기간으로 융
자되기는 하지만 (대부약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약속어음 및 환어음은 동 기
간에 매 3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약정기간은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기간과 합치하는 터이라 기초자로서는 본법에 이러한 구별을 하
지 않았던 것이다.
제69조제2항에 관한 한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은 실수는 하등 영향이 없고, ｢1년｣이라
는 용어는 대부약정기간 및 어음기간 양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70조의 경우에
22) 예금인출사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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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원기간의 2분의 1｣이라는 용어는 어음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대부약정기
간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조문의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대부의 갱신 또는
서환(書煥)23)을 할 수 있는 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18문(한국은행법 제74조)
○ 질의

본건에 규정된 융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회답

Jensen씨 및 본인이 제출한 한국은행법 원안에는 제7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융자위원회
의 기능과 권한을 다소 자세히 열기(列記)한 바 있었으나 국회통과 때 삭제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융자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은 한국은행법 제3장제4절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이 제출한 융자신청서를 심사함으로써 앞의 규정의 준수에 기여하라는 것이었다. 동 위
원회는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문(한국은행법 제78조)
○ 질의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기타 고가물을 보호예수 할 수 있다｣란 법 제78
조를 엄격히 해석하여 한국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도청, 시청 및 정부대행기관
이 보유하는 고가물의 보호예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취급 중인데 이 견지에서의
업무수행은 실제 정부대행기관 및 특히 지방관청 측에 허다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다. 지방관청 및 정부대행기관도 보호예수를 한국은행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 회답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동 규정에 열거 명시된 단체 이외에 속하는 고가물
의 보호예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타 은행이 보유하는 고가물 보호예
수시설이 혼돈 미비 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당분간 한국은행으로서 이러한 보호예수의
편의를 공여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자신이 이러한 편의를 공여할 수 있는 처지에 임하게 되는 대로 한국
은행은 제78조에 의하여 이러한 종류의 업무분야의 제반 행위를 종결하여야 한다.
23) 개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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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문(한국은행법 제81조)
○ 질의

본 조문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본 조문을 광의 해
석하여 간접비를 포함시켜 앞서 말한 실비를 산출할 수 있는가
○ 회답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요금 또는 수수료는 비록 그 원가 중
에는 어떤 간접비를 포함하더라도 관계 실비 일체를 충분히 조변(調辨)24)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총 경비 중 실비의 일부분은 봉사실비 중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81조의 ｢실비｣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문자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21문(한국은행법 제8조)
○ 질의

가) 정부(재무부)는 정부대상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가.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동 사태를 수
속(收束)25)할 것인가
나) 어떠한 근거(준칙)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대상금의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가
○ 회답

가) 한국은행법 제83조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상금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을 결
정할 권한을 특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재무
부가 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재무부가 사실상 이러한 결정을
무시했다면 정식 해당 사법기관에 이관 처(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과 같이 영리기관은 아니며, 또 국가이익에 대한 광범한 고려하
에서 운영되어야 할지라도 중앙은행은 그 전(全) 경상비(적의의 자산상각액을 포함)
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약간의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
24) 충당 - 역주
25) 처리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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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한국은행의 주된 수익자원은 UN군 대여금을 포함한 정
부대상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총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은 한
국은행의 기타 수입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에 지불하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가산한 외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일체의 경비를 충당하고 또 약간 액의 잉여금을
발생하도록 충분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5조에 의
하여 그 순익의 75%를 언제나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22문(한국은행법 제93조)
○ 질의

가) 한국은행은 제93조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法人)에 대하
여 발행된 국고수표 지불의 경우 현찰 대신에 자기앞수표(보증수표)로 지불할 수 있
는가

나) 자연인 혹은 법인이 현찰 대신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요구하였을 때 한국은행은
합법적으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가
○ 회답

가) 법 제93조의 해석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국고계정 관계 수표에 대하여 지불정시(支佛
呈示)26)한 민간 제3자에게 현찰 대신 자기앞수표로 대불(代弗)함이 무방하다고 사료
되나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앞서 말한 일체 국고수표는 수취인이 우선 자기 거래은
행에 지불정시케 하고, 순차로 그 수표를 그 거래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케 할 것으
로 주장하여야 한다. 설혹 민간 제3자가 지불요구차 정시(呈示)한 국고수표의 현찰
지불 혹은 그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같은 합법적 업무수행일지라도 한국은행
은 민간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적게 함이 요망되는 바이다.
나) 그러나 민간 제3자가 국고수표의 방식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하등의27) 청구권이 없
이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제93조의 위반일 것이다.

26) 지급제시. 이하 같음 - 역주
27) 아무런.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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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문(한국은행법 제93조)
○ 질의

한국은행으로서는 동행 직원 혹은 동 소비조합 및 행우회의 예금인수를 거부하기가 곤
란하며, 더욱이 한국은행 지방지점은 지방금융단의 간사로 되어 있으므로 동 금융단의
예금계정을 한국은행에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앞서 말한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부터 예금(당좌예금 제외)을 수취하여 왔던 것이다. 이 업무는 제93조의 위반으
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곧 정지되어야 할 것인가
○ 회답

한국은행법 제93조의 해석으로는 한국은행은 별도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정부, 정부대행기관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 및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그 직원, 소비조합 및 행우회의 예금을 인수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법 제93조 적응한 예외라고 보며, 한편 한국은행 및 그 지점이 지방금융단의 예금을 인
수하는 것은 법 제93조 규정을 보면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예금은 즉시
타 금융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4문(한국은행법 제93조)
○ 질의

한국은행법 제9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정부, 정부대행기관 이외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 대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대민거래(예를 들
면 민간의 송금 같은 것)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귀견은 어떠한가
또한 본 규정에서 ｢채무｣라 함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회답

제93조의 목적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정부 및 정부대
행기관 이외의 자연인 혹은 법인과의 은행업무 및 그 봉사를 금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인은 만일 한국은행이 민간에 대하여 송금사무를 취급한다든가 혹은 이와 유사한 봉
사를 수행한다면 한국은행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제22문 (나)에 대한 본인

120

4. 블룸필드 박사 앞 40항목 질의 및 답변

의 답변을 참조) 앞서 기술한 봉사는 시중은행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93조의 ｢채무｣라는 용어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채권, 주권, 어음,
수표 기타 유사증권)을 말하는 것이다.

제25문(한국은행법 제103조)
○ 질의

(1) 재한 외국인 및 재외 한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이 제외된 이유는 어떠한가
(2)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가. 외환 처분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용도의 심사 및 그 액수의 배정을 할
수 있는 전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나. 그렇지 않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단지 이러한 외환 처분을 위한 정부의 허가에
따라 거래상 적용된 관계 조항28)만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참고｣
숙지하시는 바와 같이 외환 처분은 대통령령 324호 ｢외환관리규칙｣에 따라 정부의 개별
적 인허를 받아야 하게 되었으며 한국은행은 단지, 앞에서 말한 인허에 따라 실무상 처
리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회답

(1) 제103조에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이 정
당하게 획득한 일체의 외환은 한국은행 내의 당해인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
정함에 있어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는 용어는 더 분명히 정의되고
또 확실한 분별을 두었어야 할 것을 용인하여야 한다. 그 일례로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임시로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한국인은 분명히 본 조문에서
는 삭제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가 영구히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한국인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도 본 조문의 적용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다만, 임시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예를 들어 UN측 인사 및 군인 등에도
28) 원문은 ‘기정(記定)’, 영어 원문은 ‘provisions’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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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에 영구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본 조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체적 외환의 변동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
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에 기술한 구별을 분명히 하는 규정, 특히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영구히 또 임시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구분하는 규정을 발포할 것
을 권고한다.
(2) 제103조에서 사용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이라는 용어는 그 본래의 의도
는 동 위원회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예치된 외환은 어떻게 그 예치계정 소유자에 의
해 처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을 발할 수 있는 전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데
있었다는 의미로 보아 포괄적29)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외환 처분은 대통령령 및 재무부규칙에 의거하기로 되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분립된 권한이 종료될 것을 희망하는 바이며, 제1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환관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관되어야 한다.

제26문(한국은행법 제105조)
○ 질의

1. 제105조제7호에서
가. ｢인허된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 인허하는 것인가
나. ｢인허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매도외환의 용법 및 수량이 매입자를 위하여 인
허된다는 의미인가
이 매도외환의 용도와 수량의 인허는 동일한 기관이 하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한국은행 혹은 정부 양자 중 일자(一者)에 의해 인허되어야 할 것인가
다. ｢조건과 방법｣은 외환율의 결정을 포함하는 것인가
2. 제105조제10호에서
가. ｢기타업무｣란 무엇인가, 기타업무의 내용 명시를 요청함
나. 수입업자30)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어떠한지

29) 원문은 ‘포사적(包捨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포괄적(包括的)‘의 오기로 보임 - 역주
30) 원문에는 ‘한국인업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업자’의 번역 오기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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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업무와 정책에 관한 한국은행법 제4장
제9절31)은 동 절이 기초된 당시에 이미 경과한 외환변동사정에 비추어 극히 광범하고도
일반적인 조건으로 기초되었다. 사태가 정상화됨에 따라 본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더 자세한 지시를 발하고 또 점차로 전절(全節)을 변경된 실정에 대조하
여 재(再)기초되어야 할 것이 희구(希求)32)되는 바이다(남한은행 개혁론 52-55쪽 참조).
그러나 현재 외환사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천과정에 있다.
1. 그러므로 ｢인정된 자｣ 및 ｢조건과 방법｣이라는 어휘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는 본
조문이 기초된 당시에는 특수하고 국한된 의미는 하등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용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규칙을 통하여 또는 변화하는 사태에 따라
부여하려는 모든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광의적인 것이었다.
2. 기타의 업무란 용어도 역시 제10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열거한 업무는 분명
히 총체적 열거가 아니므로 장래 전개될, 어떤 특히 열거하지 않은 외환 및 국제금
융의 여러 업무를 포섭하는 문구로 되어 있다.
수입업자에 대한 명백한 대부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고, ｢기타 업무｣라는 조문하에 용이하게 포함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제27문(한국은행법 제105조)
○ 질의

가. 제3호, 제4호에 있는 여신이라 함은 원화 여신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 혹은 외환 여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 회답

제105조제3호에 표시된 수출신용장은 합법적으로는 외화나 원화 양자 중 어느 것으로도
지불될 수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상으로는 이 수출신용장은 외화만으로 표시될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한편 제105조제4호에 표시된 한국인 수출업자에 대한 대부는 원화 대부만을 말하고 있
는 것이다.

31) 원문에는 ‘19절’로 되어 있으나 이는 ‘9절’의 번역 오기임 - 역주
32) 희망하고 구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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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문(한국은행법 제105조제10호)
○ 질의

본 규정에 의하여 재일본 한국은행지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은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해외지점이 일반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당한 것인가
○ 회답

제105조제10호는 한국은행의 재일지점이 일반은행업무에 종사할 것을 인허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동 조문은 단지 한국의 ｢외환업무와 국제적 금융업무에 관련된 업무수행｣만
을 인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93조에 지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외환업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
정부, 정부대행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과 일반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명백한 의도이었다.
그러나 동 조문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에만 논급(論及)하고 있으
므로(본법 기초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해외지점을 개설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
였다) 현재 한국은행의 일본지점에서 일반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은 비록 그것이 한
국은행법의 정신에 위반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을 정식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
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의 해외지점이 상업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완전히33) 비
정상적인 일이다.
본인은 한국은행의 재일본지점으로 하여금 일반은행업무에 종사하게끔 촉진시킨 제반
특수 고려를 알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
결시키거나 또는 절대 최소한도에 멈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제29문(한국은행법 제106조)
○ 질의

1. ｢정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망함
2. ｢정기적｣이라고 기술한 이유는 어떠한가
○ 회답

제106조에 사용된 ｢매입할 수 있는 외환의 종류｣라는 말은 잡다한 외환(예를 들면 수표,
어음 등)의 범주를 제1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상위한 외화
33) 원문은 ‘전연(全然)’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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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서의 형태 여하를 불문), 즉 미달러화, 파운드화, 혹은 홍콩 달러화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기적｣이라는 말은 때때로 한국은행이 매입을 원할지도 모를 매입할 수 있는 외화(예
를 들어 프랑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화) 표에 외환종류를 추가함이 좋을 것이라는 사
실34)을 고려하여 삽입한 것이다.
정기적이란 말에는 하등의 특수한 시간적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한국
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외환일람표에 첨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첨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종류는 한국이 여러 국가와 외국무역을 하게 됨에 따라 사실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이다.

제30문(한국은행법 제107조)
○ 질의

본 조문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통제관리의 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외환관리에 관하여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여야 할 것
이며 각자 간에 어떤 한계를 그을 것인가
○ 회답

제107조 및 제4장제9절 전체의 본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즉 외환관리부령 및 외환규칙
의 발포는 한국은행법의 범위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속한 책임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권한은 다소 비조직적인 형태로 금융통화위원회, 재무부 및 대통령 간에
분산되어 있다. 실행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에 관한 여러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
에 집중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전체적인 외환 및 금융 사정이 변동
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에 비추어 조직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고 규율할 수 있게 하자면 상
당한 시일을 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국은행법 제4장9절은 의식적으로 광범하고 또 신
축성 있게 기초하였으므로 일단 총체적인 사태가 정상화하면 더 자세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작정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기초된 것이다.
잠정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와 정부 간에 외환에 관한 권한이 ‘적당’히 배분되는 데 대하
여는 하등 제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외환사
무에의 집중권한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4)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음. “한국은행은 자신이 매입을 원할지도 모르는 매입적격외화((예를 들어 프랑스 프
랑화, 캐나다 달러화))의 목록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매입적격외화
는 전항에 따라 금통위가 정한 외화를 말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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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문(한국은행법 제118조)
○ 질의

가. 조선은행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업무 개시일에 해산되어야 할 것인가
나. 혹은 조선은행은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업무를 개시한 일자로 다른 법령을 제정
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 회답

가. 조선은행은 한국은행 설립일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Jensen씨 및 본인의 본래의
의도였고, 법률가와의 토의에 기초해 이 본래의 의도는 사실상 실현된다고 이해하였
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조선은행 청산의 중요성에 비추어(그 이유는 우리 전공논문인 ｢남한에 있어서의 금
융기관 재편35)｣ 중 56쪽에 명시) 본인은 즉시로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히 권하는 바이다.
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즉 별개 특정법령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인이 토의할 자격이 없는 법률적 문제이다.
한국은행 법률고문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2문(한국은행법 제27조)
○ 질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직권위원이고 또한 법 제9조에 의해 금융통화위원 회의를 사회(司會)
할 수도 있는 수석부총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석부총재의 임명과 임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명문규정이 없다. 수석부총재는 누가 임명하는가, 수석부총재의 임기는 무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도 좋은가
○ 회답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 이외의 한국은행의 직
원 임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제7조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부총
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면직)하여야 한다. 수석부총재(및 부총
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신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무한정한 기
한 유임할 수 있다고 사실상 해석하는 바이다
35) 앞의 질문 제14문 및 질문 제26문의 회답에서는 ‘남한은행 개혁론’이었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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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문
○ 질의

한국은행법의 전 조문을 통하여 보건데 금융통화위원회 의안 제출을 책임진 사람을 규
정한 조문이 없으니 정위원과 대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단독 또는 연명으로 의안을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법 중에 위에서 기술한 명문을 제정 삽입하는 것이 어떠한가
○ 회답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안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이 문
제의 최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자신이 할 문제이며, 이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제
반 결정은 한국은행정관에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안의 작성 및 제출은 총재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단독으로 의안에 관한 구상을 제시함은 자유
일 것이나, 이러한 의안의 접수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단순다수결 투표로써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제34문
○ 질의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 이외의 정위원이 단독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는가
○ 회답

전 질문(제33문)의 답을 참조할 것.

제35문
○ 질의

은행감독부 직원의 임면권은 총재와 은행감독부장 중 누구에게 있는가
○ 회답

은행감독부장을 제외한 은행감독부의 기술직원은 한국은행법 제7조에 의거하여 총재의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면하는 것이며, 비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은 소정의 채용수
속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가 임명하여야 한다(제13문의 회답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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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문
○ 질의

은행감독부장 유고시 누가 그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한국은행법 현행법 조항
에는 은행감독부장의 대리자 임명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임대리자를 임명할 것인가,
또는 유고시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검사역 중에서 임시대리자를 임명할 것인가에 관하
여 귀견은 어떠한가
○ 회답

본건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며, 또 한국은행정관에 삽입할 문제이
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또는 은행감독부장의 제안에 의하여 검사역 중에서
대리자를 선임하고 은행감독부장 유고시 그의 직무와 기능을 집행하게 할 것을 제의한
다. 나는 상임대리자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37문
○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태반이 한국은행 재할인에 의존하는 현상이므로 일반은행법 실시에
따라 한국은행 업무부와 은행감독부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통제하는 결
과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회답

본건은 은행감독부 기능의 오해에 기인한 질의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현행
재할 및 대출 업무는 업무부가 취급 결정할 사항이다. 은행감독부의 기능은 위에서 기술
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은행법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한 지시의 범위 내에서 실행되
고 있는가를 정기적 검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과 위반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
는 것이며, 일상업무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8문(은행법 제15조, 제27조)
○ 질의

금융기관 재산의 재평가가 실현되지 않은 관계상 (a) 자본금에 관한 은행법 제15조 규정
(b) 은행법 제27조제4호의 규정 등은 은행법을 실시함에 있어 난점(難點)이 있다고 사료
되는데 귀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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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1) 은행법 제15조를 기초함에 있어 Jensen과 본인은 금융기관의 자본금 대 자산 비율이
과도히 적다는 것과 이 비율을 단시일 내에 다소라도 상승시킴이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본건 결함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남한에 있어서의 금융기관 개편｣ 67, 71-72 및 77쪽 참조).
그 후 인플레이션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자본금 대 자산의 비율은 거의 0점에 가까이
하강한 현상이다. 비록 금융기관 자본금 증가의 요구가 미증유의 긴급성을 갖고 있
으며 또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지만 자본금 대 자산의
비율이 극도로 낮은 수준에 있다 하여 은행법 제15조의 적용이 곤란한 점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술한 조문이 위에서 서술한 실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
게 기초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한 조문이 요청하는 바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
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감소된다면 당해 금융기관은 ｢일
정한 기간 내에 그 부족액을 보전할 안｣을 은행감독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
는 은행감독부장은 당해 금융기관의 해산을 금융통화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본건에 관하여 은행감독부장에게 충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공여하였고, 또 금융기
관이 그 자본금과 적립금을 은행법에 규정된 일정액까지 도달케 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가까운 장래에 실시가 극히 곤란해 보인다는 사실로써 은행법 실시를 저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위 조문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2) 은행법을 실시함에 있어 은행법 제27조제4호도 특별한 곤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조항은 그 불입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문제의 개인 대출을 허용함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은행감독부장에게 부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과 같이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한, 은행감독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금과 자본금의 비율 요구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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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문(은행법 제27조제9호)
○ 질의

1년을 초과하는 장기신용대출(예를 들면 금융조합의 농우(農牛)구입자금, 농기구구입자
금)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니, 은행법 제27조제9호의 적용은
현실에 있어 곤란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러한 곤란을 배제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 추가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은 어떠한가
｢은행감독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답

본인은 본 질의에 제시된 은행법 개정을 찬성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무담보로 1년을 초
과하는 대부를 실행함은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고객에 대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는 나쁜 은행관습이다. 또한 농민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는 믿기 곤란하다. 농민이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정부가 어떤 형식의 보증을 제
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본조 규정의 적용보류권을 은행감독부장에
게 부여함을 찬성할 수 없다.

제40문(은행법 제41조)
○ 질의

은행법 제41조에 따르면 ｢본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정당
한 신용업무에 의하여 획득한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서 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는바, 본조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대출금을 포함하는 전자산을 지칭하는 것인가,
또는 부동산, 주식 등 소유물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 회답

은행법 제41조의 기타 자산이란 용어는 대출금을 포함한 전자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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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field 박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취지,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외환정책 등 한국의
금융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 보고 및 건의서
이 자료의 원문은 입수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1965년 한국은행 조사부가
Bloomfield 박사와 Jensen의 보고서(총 7편)를 엮어 단행본으로 발간한 도서(｢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1965.10)에서 해당
자료를 발췌한 것임
※ 다음의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가 이 자료의 한글본이므로 별도로 번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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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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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아서 아이. 블룸필드1)

한국은행 총재 김유택(金裕澤) 귀하

삼가2) 본인이 이에 ｢한국 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를 제출하게 됨을 흔쾌히 생각
합니다. 중요한 시기인 지금부터 수개월간에 있어서 귀하와 귀하의 동료 및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3) 이 소저(小著)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짧은 체재기간 중 귀하와 귀하 예하 직원께서 많은 친절과 후대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오며, 이것은 본인의 귀국
후도 가장 즐거운 기념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후로도 언제든지 귀하께 더욱 봉사할 수 있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귀하를 도와드리는 것을 무한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느 곳에 소재
하든지 큰 개인적 기대를 가지고 귀 국(國), 특히 한국은행의 발전에 항상 관심을 경주
할 것입니다.
귀하와 한국은행의 여러 친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구(敬具)4)
4285년(서기 1952년) 3월 31일
아서 아이. 블룸필드

1) Dr. Arthur I. Bloomfield - 역주
2) 원문은 ‘경계자(敬啓者)’ - 역주
3) 원문은 ‘제씨(諸氏)’ - 역주
4) 삼가 아뢴다는 뜻으로 편지 끝에 쓰는 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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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언

금융정세 개관
신용정책과 대부업무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대출
일반은행법의 시행
금융통화위원회

일반은행 귀속주(歸屬株)5) 불하(拂下)
식산은행(殖産銀行)6) 개편에 관한 구상
한국은행의 일반은행업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부
금융조합연합회

시중은행의 자본금과 수익
시중은행업무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
한국은행의 수익과 자본금
외환업무와 그 정책
조사 및 통계 사무
조선은행의 최종 청산
원조물자특별예치금과 원조계정의 처리
약간의 장기적 문제
결어

5) 일본인 소유주식으로 광복 후 미군정청을 거쳐 정부로 이전된 귀속주 - 역주
6) 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기존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특수은행으로서
의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으며 해방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후 1954년 10월 ｢한국산
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에 흡수되었음.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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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아서 아이. 블룸필드)

서 언
아래에서 서술하는 1952년 초 수개월간에 있어서의 남한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는 필
자의 시간과 주의가 주로 더 광범하고 더 긴급한 성격을 띤 기타의 금융재정문제에 집중되
어 있던 단기간의 대한사절 재임 중의 약간 성급한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나, 이
보고와 건의가 정당하리라는 주된 이유는 필자가 2년 전 이곳에서의 6개월간의 연구에 의
하여 남한금융문제의 배경을 숙지한 바가 있다는 것, 또 필자는 1950년 4월에 국회를 통과
한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기초자 2인 중의 1인이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후 대규모
의 파괴적 전쟁이 불행한 이 나라에 발발하여 금융을 포함한 경제면의 거의 전반에 걸쳐
괴멸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미 전쟁 전부터 진행 중에 있던 심각한 인플레이션 추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과 은행관계법규 자체에 비추어
서 현재 금융상 여러 문제와 정책을 분석할 것이며 또 위기에 찬 향후 수개월간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비록 이 보고에는 외환업
무와 정책에 관한 장편의 한 개 절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의 초점은 주로 금융문제에 있
으며 예산, 재정 및 기타 금융문제에 대하여는 다만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언급하게 된 것
(주1)

이다.

(주1) 이 보고에 표명된 견해는 순전히 개인적 자격에서 제출한 완전히 필자 자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재(在)한국연군민사처(韓國聯軍民事處)(UNCACK)7)나 국련재건단(國聯再建
團)(UNKRA)8)이나 혹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리라고 간주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인은 UNKRA의 ｢프라이야드 부라나시리｣씨와 ｢윌버 베이콘｣씨에게 그 분들이 이 보고의
어떤 절에 관하여 유익한 충고와 시사를 준 데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며, 또 한국은행 문서국
최병우, 강영남 두 분에게는 일부자료를 수집하는 데 힘써주었고 본인을 위하여 통역과 번역을
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을 도와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7)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 역주
8)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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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봄에 대한민국의 두 가지 은행관계법을 기초함에 있어서 필자와 ｢젠센｣씨는 다
음의 기본 목적을 명심 유의하였다. 즉 종전의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일반대중 상대의 상업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단, 외환업무 관계를 제외)함으로써 강력한 신용통제력을 가지
는 신한국은행을 설립하여 한층 진정한 중앙은행으로 전환시키자는 것, 한국은행의 운영
및 업무를 국민경제의 다양 광범한 이익을 대표하는 7인으로써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민주주의적 통제하에 둠으로써 중앙은행 및 전체로서의 은행업무를 최대한도로 정치적 압
력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것, 신중앙은행을 과거의 불쾌한 유풍(遺風)에서 벗어난 신선한 입
장에서 발족시키고 또 구중앙은행을 청산하고 그 대차대조표항목 중 약간의 확실한 항목만
을 신중앙은행에 이전함으로써 무가치하고 애매한 자산과 부채를 일소(一掃)9)한 입장에서
출발하자는 것, 그리고 대체로 전체로서의 은행제도를 강화하고 그 유동성 지불능력을 증
진하고 한층 효과적인 기능발휘를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두 개의 은행관계법 이외에
장기기채업무, 일반상업은행의 자본 소유권 및 지점, 이들 상업은행의 고정자산의 재평가
등에 관한 건의도 제출하였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할 통화신용정책의 유형에
관하여서도 역시 건의한 바 있었다.

(주2)

(주2) 이 일련의 건의는 1950년 2월 및 3월에 한국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3개의 보고에 포함되어
있다. 이 3개의 건의서 중 2개의 건의 및 국회에서 통과한 두 개의 은행관계법 및 기타자료는
｢A. I. 블룸필드｣ 및 ｢J. P. 젠센｣편 ｢남한에 있어서의 은행업 개혁｣(1951년 3월 ｢뉴욕｣연방준
비은행 간(刊))을 참조할 것

이 두 개의 은행관계법의 다수 규정은 종래 한국에서 관행된 현행 은행법 관례에 비추
어 볼 때 신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의 대부분은 후진국가를 포함한 약간의
외국의 은행법령에 이미 혼입 성문화되어 있는 바이니, 그러한 규정은 결코 남한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서도 실행 불능하거나 그다지 지나치게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초자
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 그리고 특히 그 규정 밑에 깔려 있는 원칙이 한
국 은행계에서 충분이 파악되고 납득되기까지에는 아마 약간의 시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은행관계입법은 우려스러운 인플레이션 시기에 한국경제의 대변혁 및 전환기에 또
북방으로부터의 공산주의자의 위협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기초되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당시에 존속하던 비정상적 사태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더 정상적이
고 당시에는 도저히 자세히는 예견할 수도 없었던 장기적 사태에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9) 전부 쓸어버림.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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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을 기초함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이 은행법이 어떤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시
존재한 조건에 비추어 기초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불
만족하였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또 기타 부분은 앞으로의 신축성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도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광범한 조건으로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 더 안정
된 사태하에서는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는 약간의 과격한 정책을 당장에 채택할 것을 건의
함이 또한 필요하였다. 또 이와는 반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개혁 — 그것은 주로 기구에 관한 것이나 — 을 나중으로 미루는 걸10) 건의함이 필
요하였던 것이다.
압도적인 인플레이션은 왜곡된 예산사태와 자본시장의 결여를 반영하여 주로 정부의 중
앙은행으로부터의 대규모 차입금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신중앙은행법에 이 대상금(貸上
金)11) 취급을 중지하기로 한다든가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차입할 금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한
다는 규정을 단순히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대상금이 이 이상 방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혹
은 제한할 것을 시도함은 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정부
에 대하여 대상할 수 있는 대상금의 금액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대상금이 잔고로서 남을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는 하등의12) 제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대상금의 총 잔고
가 기한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이러한 채무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
도록 규정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차입금에 대한 책임 및 그 관할을 그 책임과 통
제력이 적의(適宜)하게 부여된 국회의 권한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특히 건의한 바는 일단
정상적인 예산 및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회복된다면 중앙은행법의 당해 규정은 적당히 재차
기초되어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이유로서 한국은행이 정부대행기관(이 기
관은 사실 국가예산중에 포함되어야 할 종류의 정부가 지원하는 ｢상사(商事)｣사업을 집행
하고 있음)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의 금액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다만 이러한 대부는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 먼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고, 그 상환에 관하여는
정부의 보증을 얻어야만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듯 한국은행이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을 제한하지 않
고 방임해 둠으로써 또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통제력을 국회의 수중에 귀속시킴으로써 적
어도 그 당시에는 신은행법은 다만 제한된 반인플레이션적 잠재능력만을 가졌던 것이었으
니,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 허용된 신용통제력이란 남한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
10) 원문은 ‘천연(遷延)’ - 역주
11) 국고가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대출금 - 역주
12) 아무런.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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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점하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사적(私的)｣ 부문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주로 거대한 예산불균형의 문제로 되어있는 사태하에
있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결과이었으며 그러한 사태 하의 통화신용정책의 한계라
는 것은 분명히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법률을 기초함으로써 중앙은행에 그 일
의 성질상 완수할 수 없는 어떤 책임을 부과시키고자 기도함은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비록 동법의 기초자는 이러한 은행업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정지
시키는 데 비교적 사소한 기여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듯 통감하고 있었다 할지라
도 기초자가 제시한 개혁은 적어도 은행법의 허다한 기구상 단점 및 운영상 결점을 교정함
에 결정적 이점을 가질 것이며, 또한 후일에 기타의 개혁을 더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
한 외곽을 마련하여 둔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초자는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
은 금융개혁의 진정한 이점 및 유용성이라는 것이 당시보다 안정된 재정적 및 경제적 환경
안에서만 한층 분명하게 명시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약간의 수정이 있은 후 1950년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 전쟁발발 2개월13) 전 — 은행법은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고, 구조선은행은 아직 정

식으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 건의한 바 금융개혁을 위한 전체 계획 중 가장 긴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상 2개의 절차를 이행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절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비
록 전쟁이 어느 정도 그 시행을 한층 곤란케 하였을 것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일반은행의
자본, 소유권 및 고정자산의 재평가에 관련한 기타의 부수적 건의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시 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은행법의 몇몇 규정은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시행되어도 다만 불충분하게 시행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진정한 의도
및 의미에 대한 일종의 오해로 인하여 법규정이 그릇 적용되어 있는 수가 있거나 충분히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한국은행법14)의 자구나 법정신에 대한
고의적이고도 불필요한 위반을 하고 있는 수가 있었던 바, 이는 오직 한국은행법에 흐르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의미를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쟁의 결과 일어난 왜곡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체 관계당국자 측에서는 한국
(주3)

은행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 한국은행법은 특히

정부대상

금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 신중하게도 광범하고 신축성 있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경우의 여
하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법규정을 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혹은 위반할 필요 없
이 변경된 사태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13) 원문은 ‘2주일 전’으로 되어 있으나 ‘2개월 전’의 교정 실수로 보임 - 역주
14) 원문에 ‘한은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은행법’으로 표기하였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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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1950년 6월 이래 한국은행이 UN군에 공여한 막대한 대여금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정부에 대하
여 혹은 한국정부를 위하여 대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은행법의 어느 쪽이든 간에 현재로서는 하등의 수정도 필요가 없
다는 것이 필자가 숙려 끝에 도달한 의견인 것이다.
이 보고는 여전히15) 전쟁 중인 일국 경제에 있어서의 거대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리고
또 우려할 만한 경제 혼란 시에 집필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금융업황에
있어서 하등의 괄목할 만한 개선도 기대할 수 없으며 또는 어떠한 기구상 기본적 개혁도
적절하고 용이하게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한층 안정된 금융경제환경하에서 적합한 여러
가지 요구되는 대책16)은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2년 전에 필자 및 ｢젠
센｣씨가 지적한 바이었고 오늘도 역시 진실이며 오히려 더 한층 진실인 것이다. 그러나 현
재의 긴급사태가 계속하는 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중대한 착오이며, 또 이 긴급사태를 빙자하여 현재 존속하고 있는 개개의 불량한 은행업을
정당화하고자 함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나라 경제를 대단히 이
롭게17)할 수 있는 허다한 교정책을 시급히 그리고 응당 시행하여야 할 광범하고도 명백한
분야가 있는 것이다.
이 보고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금융계는 비록 현재의 왜곡
된 상태하에서 일망정 수행될 수 있을 정도 이하로 저수준의 운영실적밖에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구속적이고 부적절한 은행법규에 원인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행법의 어떤
규정을 그릇되게 적용한다던가, 어떤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던가, 일
반은행법을 아직 시행치 않고 있다던가, 또는 비교적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타 조치
를 취하지 못한 데 연유한 것이다. 단 하나의 — 그리고 가장 중요한 — 예를 들기로 한다.
과거 9개월간, 즉 격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일반상업은행의 민간차입
자에게 대한 대출의 급속한 확장을 허용하여 왔다. 아니, 실로 거액의 재할 및 대부에 의하
여 이것을 조장하였다고도 할 것이며 이리하여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가중케 하여 왔던 것
이다. 그리고 금년도 융자계획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대적인 대출 확
장은 한국은행법에 명백히 규정된 조문에 위배하는 것인 바, 이것은 만일 동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부여된 광범한 신용통제력을 강력히 행사하였더라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기왕에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례적으로 막대한 요구와 신청이 있었다는 것과
15) 원문은 ‘의연(依然)히’. 이하 같음 - 역주
16) 원문은 ‘각종의 의구(寲求)될 만한 대책’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원문은 ‘many desirable measures’로 되어
있으므로 영어 원문을 따름 - 역주
17) 원문은 ‘패익(稗益)’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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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는 때로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바
이다. 그러나 더 강력한 반인플레이션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고 또 추구되었어야 할 것이었
다. 이러한 그리고 이 외의 금융에 관한 각종 부문은 본 보고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며,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금융제도의 전체적 업적수준과 능률을 현재의 은행법 토대 위에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만 할 것인가를 건의할 것이다.
필자는 그가 본 보고에서 피력한 모든 견해가 본 보고가 주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관리
들에 의해서 손쉽게 용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 건의의 전부가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필자는 본 보고서가 오로지 우의적
이고 건설적인 충고와 조력을 공여할 목적하에 집필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며, 원
컨대는 본 보고서가 여기 표시된 것과 동일한 정신하에 숙독될 것만을 희망하는 바이다.

금융정세 개관
금융문제 및 동 정책에 관한 분석과 건의에 착수하기 전에 우선 이들 문제와 정책이 대
조 검토되어야 할 배경이 되는 전반적 금융정세를 극히 간단히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52년 초 수개월간에 있어 이 나라의 제반 문제에 어두운 그림자18)를 던지고 있는 주
요한 경제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억제문제인바,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중대한 단계에 이르렀
고 방치하면 국제연합의 한국에 있어서의 사업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미칠지도 모를 것이
다. 무질서한 통화로부터의 도피로 전락할 가능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군사행
동의 원활한 지원을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정도로 전폐(戰廢)된 이 나라 경제에 장해물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중의 실질소득을 무자비하게 압박함으로써 이 인플레이션은
불안, 사기, 쇠퇴, 부정, 근로의욕의 감퇴 등을 조장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광범한 물자
퇴장과 투기를 조장하였고, 달러화의 암시장 구매를 통한 자본 도피를 자극하였고, 저축 의
욕을 파괴하였고 또는 군사적 고려를 논외로 하더라도 긴요한 부흥 및 재건사업을 확대시
키는 것을 부적당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남한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50년 6월의 한국동란 발발은
1945년 9월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래 지속되어 온 추세(북한 침공 직전에는 확
실히 둔화되었지만)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였을 뿐이다. 남한에서 야기되어 온바 누적적 인
플레이션의 규모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통화공급량(민간보유 은행권 및 당좌예금)이 1945년
9월의 90억원에서 1950년 6월에 850억원으로 다시 1952년 2월 말까지에는 7,000억원으로
18) 원문은 ‘암영(暗影)’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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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는 사실과 소매물가 지수가 그간 약 200배 앙등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
히 후자(소매물가지수)는 해방 직전 일본인이 실시한 물가통제가 붕괴함에 따라 6주일간에
20배가 등귀해 있던 것이다. 생계비 중의 주요항목인 쌀의 자유시장가격만도 1945년 최종
4개월간 대두(大斗) 한 말(20리터) 평균 160원에서 1952년 3월 중순에는 75,000원으로 등
귀하였다. 동 기간에 ｢공정｣외환율은 1불 대 15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유시장
률은 약 13,000원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이와 같이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질서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통화공급량 또는 물가의 증가율19)이 현저히 가속도화된 일은 없고,
실상 이 양자는 지난 해 중에 약간의 저하를 이루었으며, 통화회전속도가 뚜렷하게 앙진된
형적이나 화폐경제 붕괴의 징조는 없었다. ｢화폐 환각｣이 계속하여 대중의 심리를 강력히
지배하고 있음은 용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이 환각이 지속될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점이다.
이 인플레이션은 사실 한편으로는 제2차 대전의 여파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새로운 전
쟁, 즉 이번 사변의 수행에 관련된 (외국원조를 포함한 전체 공급물자를 초과하는) 비정상
적인 방대한 수요가 경제적으로 후진적이고 변전(變轉)된 이 나라에 부과되었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다. 통화 면에서 보건대 미군정(1948년 말까지) 정부 및 그 대행기관, 국련군20)
(國聯軍)(1950년 6월부터)에 의한 총 경비는 시중 징세, 타 예산세입 및 외국원조물자 매상
금(賣上金)21) 등을 초과하고 있어, 이 적자 총액은 금융기관의 대상금으로써 충당할 수밖
에 없었다.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액을 만성적으로 초과하는 물자22) 및 용역에
대한 총체적 화폐수요에 의해서 물가는 끊임없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 한편 이 물가고등
(高騰)은 임금인상을 조성하며 물가의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또 하나의 주
지하는 바 반작용을 낳고 있다.
1950년 6월의 북한침공으로부터 1951년 3월에 이르는 동안 통화공급량에 작용한 주요
팽창요인은 예산에 부과된 과중한 전비부담과 당시의 혼란한 사태하에서 세금징수가 사실
상 불가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2,000억원에 달하는 순대상
금과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로 하는 용역 ‧ 물자 및 공급품 등 다양의 원화 요구 ‧ 조달상 필
요한 1,000억원의 UN군 대여금이었다. 그러나 1951년 4월부터 사태는 상당히 변경되었다.
정부지출의 긴축(UN군도 지출의 긴축을 하여 온 바이거니와), 증세 및 더 강력한 징세방법
19) 원문은 ‘증숭율(增嵩率)’ - 역주
20) UN군 - 역주
21) 판매액 - 역주
22) 원문은 ‘물가(物價)’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goods(물자, 상품)’의 교정 실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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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써 예산상 흑자가 달성되었고,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정부의 순 차입은 정지되었다.
한편 UN군에 대한 원화대여금은 급속도의 증가를 계속하여 1952년 2월 말에 총액 5,040억
원에 달하였다. 은행 등 신용기관의 점차적인 기능회복과 융자수요의 증대에 따라 1951년
중기 이래 은행의 상업대출도 격증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은 액이다.

(주4)

(주4) 은행대출에 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신용정책과 대부업무｣를 참조

통화공급량의 증대를 억제하고 있는 유일한 주요 요인은 급감하고 있는 전 ECA23)물자
의 잔여 및 UN구호물자의 작은 부분(약10%)을 국내시장에 판매한 판매대금(조작비를 공
제한)이다. 그러나 이들 순판매대금은 1950년 6월부터 1952년 2월 말까지 총액 1,600억원
내외에 불과한바, 앞서 기술한 요인하에 야기된 통화공급량에 비할 때 훨씬 적은 것이다.
비록 ｢정상적｣ 조건에 있어서라도 1945년 이래의 남한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 및 국내의
거대한 군사적 부담을 미개발지역에 부과한다면 격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고야 마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제 조건은 결코 ｢정상적｣이 아니었음은 물
론이다. 1950년 6월까지도 이 나라의 경제는 40년간 일본의 착취, 38선에 의한 국토의 부
자연한 양분, 그리고 실로 장기간 한국의 제반 문제를 취급해 온 일본인 숙련기술자, 행정
가 및 실업가의 구축(驅逐)에 연유한 제 폐단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
은 틀 안에서 경제부흥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지부진한 것이
었다. 북한의 침공은 종전 연간에 이룬 다소의 성과조차도 불식하여 버리는 것 이상의 큰
타격을 주었다.
공업 ‧ 광업 ‧ 동력 등의 시설, 주택, 교통설비, 통신, 원료재고품 등은 수 10억불로 추산되
는 큰 물질적 손실과 파괴를 입었다. 주로 이 결과 1951년 후반기의 공업 및 광업 생산은
1950년 상반기의 약 5%밖에는 되지 않았다. 비록 농업에는 비교적 근소한 손해가 있어 농
업생산은 그다지 막심한 감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구증가, 정상적 분배 제도의 파탄,
재고량의 결핍 등으로 말미암아 이 점에 있어서는 보통 자급자족할 수 있던 이 지역에도
식량품의 수입을 필요하게 하였다.
정부예산이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며 또한 은행대출의 앞으로의 팽창이 저지될 수 있다
고 상정할진대, 통화공급량의 계속적 증대를 막는 문제는 주로 UN군의 원화경비와 구호물
자의 판매대금을 대체적으로 균형시키는 것으로서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다. 군사작전의 성
공을 불리하게 함이 없이 UN군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정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
며, 원화 대신 대체로 현물지불 방법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또한 제한이 있는 것이
23) 경제협력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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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징세 및 기타 정상적 세입을 높임으로써 이들 지출의 상당한 부분
을 취득 또는 흡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UN군 및 한국 당국의 주의는 수입물자 그리고 특히 생산재와 달리 인플레이션 수속(收
束)24) 에 대하여 부분적인 상쇄작용을 하는 추가 경비의 지출 없이도 유효한 사용을 기할
수 있는 소비재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에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인플레이션 ｢갭｣은 이를
달러화로 환산해 보면 비교적으로 적은 것이지만, 수입 물자를 더욱 다량 판매함으로써 이
｢갭｣을 메꾸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UN구호물자로 말하자면 현재 도입하
고 있는 이 물자의 대부분이 빈곤자에 대한 무상배급용으로 배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본
적 제한이 개재하는 것이며, 판매 가능한 물자 도입의 증가에는 구매 선적 등에 관련된 시
차가 수반할 뿐더러 항만 능력, 창고 및 통관 등 제 난관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물자
의 수입과 원화의 흡수를 위해서 (지난 10월 UN군 원화대여금의 일부 결제로 수취한 12.2
백만불을 포함한) 한국정부의 현 보유외환을 이용하는 것과 또 가까운 장래에 UN대여금의
달러화 청산을 진행시키는 것의 적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되고 있다. 하여간
에 인플레이션을 가까운 장래에 억제하여야 한다면 더 많은 물자를 판매용으로 도입하
여야 한다.
현재 갈망되는바 금융안정목표의 달성에 대한 주요 위협의 하나는 내년도를 위하여 계
획되고 있는 과중한 은행대출 팽창계획인 것이다.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신용정책과 대부업무
중앙은행의 능력은 적의(適宜)한 통화와 금융의 안정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과
통화의 공급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비록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 강력한 신용통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되(예를 들면 동법 제4장 제8절 참조) 동
은행은 이 점에 관하여 대다수 후진국가의 중앙은행이 보통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는 즉 중앙은행이 정부에 융자하게끔 요청되는 대부량을 용이하게는 통
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이 한계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에서 분명히 인
식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유로써 한국은행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는
대부량에는 하등의 제한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의 신용통제력은 주로 한국
경제에서 비교적 사소한 비중을 갖는 민간부문에 적용되어 있으며 이리하여 그 설립 이래
의 한국은행의 업적은 동 은행이 사실상 이 부문에 있어서의 여신량을 통제하는 데서 발휘
24) 모아서 한 데 묶음, 거두어 다 잡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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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률에 의하여 주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은 설립 이래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고도의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의 신용통제 분야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는 명백한 것이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 대
하여 이러한 시기에는 그 신용통제력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을 명
백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그 자신의 여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이러한 여
신의 잔고를 감축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법 제89조). 본 절의 주요 목적은 1950년
6월 이래 민간차입자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신용 확장 총량을 통제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의 기록을 검토하자는 것이며, 또 장래 몇 달간에 추진하여야 할 적당한 신용정책에 관하
여 건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의당 만족할 정도로 완전히 해명할 수 없었던 대단
히 커다란 부문인 것이다.
1950년 봄에 재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에서 ｢젠센｣씨와 필자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어
느 정도 확실하게 은행여신의 팽창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한국은행
법 제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중은행에 의한 민간차입자에 대한 대부잔고에 한도를 부
과하는 것일 것임을 건의한 바 있었다. 여신한도제는 당시 창궐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대하
여 특히 적절한 강력한 신용통제 수단이며 직접성이 적고 즉시 효과가 있지 않는 신용통제
대책의 필요성을 감축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건의하기를 은
행에 최저지불준비제도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 준비금의 율은 점차 인상되어야 한다
고 하였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를 마땅히 제한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대부도 제한할 것이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연체대부의 추심을 강행할 것
을 기도할 것이며, 또 기타 명기한 제한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시중은행의 민간차입자에 대한 대부 팽창에 대한 한도가 1950년 5월 11일자
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배정되었다. 이리하여 1950년 제2 ‧ 4반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대부
의 잔액은 전 4반기 말 잔액을 5% 이상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9개월간에는 민간차입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하여서조차 은
행대부를 제한하게끔 의도된 신용통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하등의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과 이에 관련한 대폭적이고 급속한 영역의 변동에 의하여 나타난 전면적인
산업, 상업 및 농업 그리고 은행 자체의 질서문란의 결과로 이러한 대부는 하여간에 실질
적인 정지 상태에 도달하고야 말았다. 이 기간의 중앙은행정책의 주요한 문제는 민간대부
의 팽창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막심한 예금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에 대하여 충분한 현금준비금을 공급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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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었다. 이러한 인출에 대하여 약간의 공적 제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거액의 비상시 대부를 융자함이 필요하였다. 1951년 1월 말까지에는 이러
한 대부잔고는 최고 290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부는 한국은행은 『통화와 은행업의 안
정이 직접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 시에 있어서는』 그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에 관한 조
건을 일시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은행법 제69조제3항의 조건하에 융자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 발발 직후에 발생한 사태의 종류였으며 법 제69조에서 의도된 바이었다.
(주5)

1950년 6월 30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에 민간단체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전

체 시중은행의 대부총액은 불과 173억원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동일기간에 한국은행은 민
간단체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그 자신의 대부를 실제로 103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이리하
여 은행대부의 순팽창 총량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정부 순대상금 2,000억원, 동 UN군 대
여금이 1,000억원에 달하였을 기간에 70억원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은행대부는 통화공급
의 팽창에 있어서 다만 보잘것없는 사소한 역할을 연출하였을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
한 사실이다. 동 기간에 대중의 수중에 있는 통화가 2,660억원이나 증가하였는데 당좌예금
은 불과 250억원, 기타예금은 140억원이 증가하였음을 관찰함은 흥미 있는 일이다. 통화에
대한 예금의 통상적 비율에 있어서의 이 현저한 감퇴는 전시의 긴급성을 고려한 대중 측의
통화에로의 자연적인 이전과 1950년 12월에 있어서의 예금인출에 대한 제한 해제 이래 새
로운 제한을 두려워하여 예금을 보유하기를 또 다시 주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동 기간의 금융정책에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것은 가장 곤란한 사태하에 네 차례에 걸쳐
실행되어 혁혁한 성과를 높인 통화교환사업인바, 이를 통하여 그 인쇄 원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조선은행권이 회수되고 신한국은행권으로 교환되었던 것이다.
(주5) 설립 이래 한국은행의 민간대출은 외환업무에 관련된 무역업자에 대한 대부인바, 이는 한국은
행법 제93조에 의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기타 대부는 금지되어 있는 까닭이다.

1951년 봄에 경제상태가 더 안정되고 금융기관의 기능이 회복되자 민간단체 및 정부대
행기관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부는 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여신 팽창을 억지하기 위한 허다한 신용통제정
책에 착수하였다. 중앙은행이 각종각양의 종류의 여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율이 인상되었다. 어떤 종류의 여신에 대하여는 최고기한이 제정되었다. 5천만원을 초과하
는 개개의 개인차입자에 의한 대시중은행 융자신청은 당초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
게끔 되어 있었다. 1950년 6월 14일에 부과되었으나 전쟁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던 10퍼센
트라는 최저지불준비율이 다시 부과되었다. 그리고 각 은행은 연체대부를 회수하고 투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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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진 대부를 제한함에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은행이
각종 상이한 대부의 ｢긴요성｣에 관한 요강에 따라 융자하기로 되어있는 우선제를 설정하
였다. 즉 군수물자 생산, 긴급생활필수품 생산, 원조물자 구입, 어업 및 기타 공공사업 등
의 순서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여신 팽창에 대하여
전체적인 한도를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주6)

그리고 이 방법이 당시 이래 주요한 신용통제수

단으로 되었다. 한도는 또한 각종의 대부별로도 부과되었으며 각 은행의 대부량에는 한도
가 제정되었다.
(주6) 1951년 제1 ‧ 4반기에는 시중은행의 여신 팽창에 대하여 50억원의 한도가 배정되었다. (한도
외로 배정된 약간 종류의 대부를 제외하고) 실제로 동 기간의 시중은행 총 대부량은 79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한도 요구가 과연 여신팽창을 이 소액 이하로 멈추게 함에 있어 얼마만
한 기여를 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비록 시중은행의 여신 팽창에 대한 한도는 고도의 인플레이션 및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
가 증대하고 있는 사태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하고도 진실로 제일 적당한 신용통제방
책이었다. 사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이 한도원칙은 그것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효과적으
로는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그중에도 각기
에 허용할 수 있는 순신용팽창액은 발생 중에 있는 인플레이션의 거대성에 비추어 너무 고
도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면 1951년 제2 ‧ 3 ‧ 4 ‧ 4반기의 한도는 각각 177억원, 322억원 및 572억원으로 결
정되었다. 더욱이 이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종류의 대부가 전부25) 한도 외에
설정되었다. 거액의 대부는 우리들의 건의나 한국은행법 제66조의 의도한바 안전히 허용할
수 있는 여신팽창량은 예금증가량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대부가 예금한도 내에서 억제
되는 한 모든 것은 좋다는 두 원칙에 기초를 두지 않고 주로 전적으로 그릇된 원칙에 기초
를 두고 산출되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매 4반기의 한도는 주로 동 기간에 예금증가추산
액에 기초를 두고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중은행의 통화예금의 증가나 또
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나 또는 기타 적립금 증가로부터의 차입 등의 어떤 것에서
그 자원이 염출(捻出)26) 되었든 간에 그것은 총 통화공급량을 증가한다는 것과 여신확장
과정 중에서 예금은 그 자신 창조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로 되는 것은 통
화공급량 뿐인 것이다. 허용 가능한 대부량을 예금증가에 결부함은 이리하여 대단히 위험

25) 원문은 ‘전연(全然)’ - 역주
26) 필요한 비용 등을 어렵게 걷거나 모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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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칙인 것이다. 사실 그렇듯 비정상적으로 큰 부분의 통화공급량이 계속하여 현금의 형
식으로 소지되지 않는다면 — 특히 한국은행의 UN군 및 한국정부에 대한 대여금 및 대상
금에 의하여 유통과정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통화량에 비추어 — 예금증가는 훨씬 더 규
모가 컸을 것이며, 대부한도도 훨씬 높게 설정되었을 것이니, 이로써 시중은행의 대부는 이
에 상응하여 더 팽창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공급도 훨씬 증가하였을 것이다.
강조하여야 할 점은 현재 한은의 책임은 자기 힘이 미치는 한 통화 공급량의 팽창을 억
제함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은행 대부가 현재 통화 공급량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
인임에 비추어 또 이것은 한은이 통제할 힘이 있는 것이니만큼 여신한도 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특히 UN대여금 및 대정부대상금)에 의하여 발생한 통화공급량에 비추어 ｢적당｣
하다고 생각되는 은행대부 증가량과만 결부시킬 것이되, 대부한도를 예상되는 은행예금의
증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아주 그릇된 원리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국
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에 비추어 볼 때 이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실
제 결정된 한도보다 한참 저 수준으로 한도를 부과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부한도제 적용에 관한 것과 유사한 그릇된 논법으로 말미암아 역시 ｢저축운동｣
과 대중으로 하여금 발행고에 비하여 더 은행예금을 가지게 함이 긴요하다는 점에 지나친
중요성을 두게 만든 것이다. 만일에 이미 실시된 ｢저축운동｣이 정말 상당량의 진정한 저축
성(장기)예금을 은행에 흡수하였다면 — 사실이지 이런 일이 발생치도 않았고 또 현재와
같은 중대한 인플레이션기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지도 않지만 — 이러한 운동은 유익한 결
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목적이란 단순히 예금 일반을 흡수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를 할 수 있는 현금을 더 많이 갖도록 함에 있었다. 이 운동이 ｢성공｣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활동성 통화를 하나의 형태(현금)에서 다른 형태(당좌예금)로 대치하였
다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으로 유입하는 통화가 증가한 사실이 은행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한도 내외를 불문하고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축운동
은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실제화하고 말았다.
종래 실시하여 온 대출한도제의 또 하나의 한계는 그것이 각종 형태의 대부를 전반적으
로 커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어떤 대출이 이 한도에
서 제거되어 있는바, 이 대출은 정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표시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한
도 내에 포함시키기가 용이치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은 해야 할 것이나, 도입 원조물자의
구매와 수출품 집하를 위한 무역업자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도 제외되고 있는바, 그 이유
에는 정당성이 적어 보인다. 끝으로 대출한도제 실시에 있어서의 실무상 방만으로 인하여
이 한도로 커버되는 대출총액은 실지에 있어서 한도를 얼마간 초과하는 것이 예(例)이었

148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다. 이것을 조장한 것은 일반은행의 극단적으로 방만한 대부회수정책이었던바, 이것은 다
시 일반은행 자산 중에 연체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온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요구해 온 바와 같이 한층 적극적인 대부회수책을 감행
하였더라면 각 은행은 그 대출을 대부회수금 중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용이
하게 한도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최종 결과에서 본 대출한도 정책의 전반적 한계는 1951년 4월 이래의 은행대출 확장에
관한 통계기록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반은행의 대출총액은 (한도 내외의 대부를 포함
하여) 1951년 제2 ‧ 4반기 중에 181억원, 제3 ‧ 4반기 중에 449억원, 제4 ‧ 4반기에 806억원,
1952년 초 2개월간에 233억원, 즉 11개월간에 총액 1,670억원이 팽창하였다. 후에 언급하
겠지만 이 대출 확장은 그 상당한 부분이 일반은행의 대대적인 한국은행차입금에 기초를
두었다. 한국은행은 그 자체의 민간(무역대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확장을 비교
(주7)

적 견결(堅決)히 억제하여 왔으나, 1951년 11, 12 양월에 수입비료 구입

과 고공품(藁工

品)27) 수집을 위하여 금련(金聯)28)(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에 합계 약 500억원에 달하는 대
출을 2회에 걸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민간 측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위 11개월간에 총액 640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일반은행과 한국은행의 대출을 합계
하면 2,310억원의 대출증가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대출이 통화공급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앙양에 실질적으로 큰 원인이 된 점은 통화공급량 증가의 또 하나의 주요인이었던 국련군
(주8)

(國聯軍)29)에 대한 대여금의 순증

이 동 기간 중에 3,950억원인 사실에서 즉시 명백히

되는 바이다. 사실이지 1951년 하반기만을 들어본다면 국련군 대여금 순증 2,190억원에 은
행대출의 순증 1,980억원인바, 이 양자는 거의 동액의 증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래는 모르되 국련군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압도적 ｢원인｣을 이루
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진실이 아닌 것이다.

(주9)

(주7) 이 대출금은 한국은행 장부상 ｢원조물자매상대금계정｣에 불입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
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주8) 국련군 대여금 순계 = 국련군 대여금 총액에서 한국은행의 국련군 예금을 차감한 액
(주9) 더욱이 여기에 인용한 국련 대여금의 숫자는 본 대여금 중 630억원에 해당하는 12.2백만불이
1951년 10월 중에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정부에 상환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27) 짚 공예품 - 역주
28) 대한금융조합연합회(大韓金融組合聯合會) - 역주
29) UN군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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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의 대출계획도 종전과 같이 인플레이션의 현상에 비추어 과도하며, 필자의 생각
으로는 대폭 삭감하여야 할 것이다. 1952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일반은행의 전
체적 대출증가 한도는 2,00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바, 대출총액은 5,400억원이고 대출회수는
3,400억원으로 되어 있다. 제1 ‧ 4반기(4월~6월)의 한도만도 800억원이다.
1952~53 회계연도 계획은 역시 종전과는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
면 재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재무부 직원이 기안한 소위 ｢생산책임제｣계획과 결부되어 있
는 점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체적인 대출증가한도와 대체적으로 구분
된 각종 차입자별의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는 각 분야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개개 기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각 개별기업체는 ｢생산목표｣(이 목표를 결정하
는 기초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다)를 가지게 되며, 만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 목표에 도달할
가망이 없든가 또는 차입금을 타에 유용하면 대출이 정지되고, 기한 전 상환이 요구되든가
또는 기타 제재가 가해진다. 관련부처는 이 대출금이 적절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시 기업체를 감독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전체 계획을 조정하는 중심적 역할
을 담당하며 진척 상황을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동시에 동 장관은 각개 기
업체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선택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도대
체 그것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여하튼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사조(思潮)나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필자는 의
문30)을 갖는 바이다.
내년도 대출계획에 있어 한층 문제가 되는 특색은 종전의 대출이 대체로 단기 계획에
방출되었고 따라서 그 회전이 여하튼 빨랐음에 반하여 신년도 계획은 산업부흥을 위한 상
당액의 장기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장기자금을 전체 계획 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1,000억원의 소위 부흥채권을 직접 한국은행에 인수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
는바, 이 채권 매상금을 각 일반은행에 예입하여 재무장관이 인가하는 계획이나 기업에 장
기자금으로 대출케 하자는 것이다. 장기대출이 현시에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는 것, 특히
그 자금이 은행제도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이 위험천만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도 본 계
획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조문과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대출계획의 한층 더 혼란한 부분의 하나는 식산은행(殖産銀行)을 특수장기대부기관
으로 전환시키려는 개편안이다. 재무부 직원이 기초한 이 개편을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무
회의를 통과하고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될 단계에 있다. 동 은행의 당초 자본은 정부에서
출자할 100억원이며 그 외에 산업금융채의 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광범
30) 원문은 ‘의아(疑訝)’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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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비인플레이션적인 자금원이 적은 현상으로서는 식산은행이 개편
된다면 동 은행은 그 소액의 자본금 이외의 운영자금을 한국은행에 산업금융채권을 매각함
으로써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따라서 통화공급량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산업은행법안에 기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바, 그에 관하여
서는 다음 별도의 절에서 논할 것이다.
신년도 자금계획은 생산증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 앞에 제출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자면｣에
서도 공격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그러나 먼저 대출은 그 자금이 비인플레이션적인 자금원
에서 조달되지 않는 한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대중 수중의 구매력
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에 의해서 증가된 생산품은 다만 시간적으로 뒤떨어져서야 비로소
시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차는 장기부흥자금인 경우에 특히 큰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화공급량 증가는 그에 대비하여 소비자에 대한 물자공급량의 증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시차가 여하히 단기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이미 과도히 위험한 단계에 도달한 시기
에 있어서는 직접 인플레이션에 박차를 가하는 작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차입자가
그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휴 노동력과 물자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
는 이같은 노동력과 물자를 타 생산자로부터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리하여 전
체적 생산 증강에는 중요한 플러스적인 공헌을 함이 없이 노임과 물자 가격을 앙양케 하여
인플레이션 요인만 첨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태는 노동력과 물자가 생산 증강에
용이하고 급속히 동원될 만큼 많은 여유를 갖지 못하는 때에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현존
자원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소비물자 생산을 은행신용에 의해서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증산된 물품의 대가는 부가된 구매력과 반드시 맞서게 되는 것이며, 이 부가
된 구매력이 세금(또는 저축)으로 흡수되는 비교적 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 증산된 소
비물자의 동원은 인플레이션 저지라는 견지에서는 다만 중립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분
명히 소비물자와 서비스의 한층 많은 생산31)은 가장 요구되는 바이며 사실상 궁극의 경제
목적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을 현 인플레이션의 억제수단으로 간주함은 오류인 것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수개월의 기간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정당｣한 신용정책을 필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결론하는 바이다. 신용 확장에 대한 한도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계
속되는 한 속행되어야 하나, 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신년도의 한도는 적
어도 50%는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금증가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한도는 강력히 지켜야 한다. 허용되는 대출은 무엇보다도 먼저 단기의 것이며
31) 원문은 ‘한 층의 생산은’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 원문인 ‘a much larger rate of production’을 반영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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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생산이나 소비물품의 시장공급량을 급속히 증가시키며 조기 상환이 가능한 성질의 것이라
야 할 것이다. 공업 및 농업 부흥을 위한 장기대출은 전체적 한도 내에서 최소범위로 억제
하여야 할 것이며, 현 장기대출계획은 연기해야 할 것이다. 현존 연체대부 회수에 적극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회수는 많은 신규대출을 한도 내에서 방출할 수 있게 할 것이
며 이 한도 준수를 한층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투기적 보유를 위한 대출을
방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 축적되어, 한도돌파의 위험을 야기할 유
휴자금을 부동케하기 위해서는 지불준비율을 인상해야 한다.

(주10)

한국은행은 기타 금융기

관에 대한 대출을 기한에 회수하며 이러한 신규대출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데 한층 적극
(주11)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반은행의 대출이율은 더 인상되어야 한다(비록 이 인상은 차

입을 억제하는 데 거의 효력이 없지만). 만일 민간차입자나 정부대행기관에 대하여 불가피
부흥재건자금 방출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세금이나 대중에 대한 채권 발매로써 얻은
자금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며 은행이 창조한 통화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10) 1952년 1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준비율을 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여 동년 4월 1일과
6월 1일의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결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주11)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대출｣의 절을 참조할 것.

은행대출에 대하여 일반의 압력이 다대한 시기에는 이상의 서술한 제 조치가 인기 없다
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들이 현상에서는 지상명령이며, 여하튼 은행관계법
규가 음양으로 요구하는 바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들 제 조치의 실시는 한국은행과 시중
은행 양측의 최고도의 금융기술과 훈련을 요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대출
1950년 6월 이래의 금융동태에 있어서 한 가지 흥미 있는 현상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
이 유통통화량에 대한 은행예금의 비율 저하였다. 1951년 3월 이후 그 비율이 약간 증가하
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전쟁 직전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한 저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
저락은 인구의 대량 이동, 폭격의 공포, 재차의 철수 ‧ 후퇴, 기타 전쟁에 관련된 질서문란
‧ 위협 등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경향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요소는 평상시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실업상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체 보유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의 형
태로 수중에 유지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조장한 또 한 가지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각 지방은행시설의 와해와 또 전쟁 직후에 강행된 예금지불의 제한이 재연되지
나 않을까 하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고루한 기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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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국은행이 UN군과 또한 1951년 3월까지는 정부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을 대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조성된 통화량에 비하여 근근 그 소액만이 시중은행에
예금되었을 뿐이다. 이와 똑같은 징조로서 시중은행의 총대출금은 전쟁 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예금의 형태로 인출되었다. 이 현상은 결국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자금 부
족32)에 관한 보편적 불평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시중은행은 그들
의 대출을 증가하기에 필요한 현금준비를 획득함과 동시에 그들의 최소한도의 예금지불준
(주12)

비 소요액

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고도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

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한국은행은 그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1951년 1월 말에 최고 290억원으로부터 점차 감소하여 1952년 2월 말에 불과 34
억원까지로 축소한 ｢비상시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준 대출이나 할
(주13)

인은 동 기간 중에 101억원에서

693억원으로 팽창하였다. 대체적으로 이 방대한 대출

과 할인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에 허용된 관대한 한도에 유래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주12) 필요한 통계숫자는 저자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시중은행의 대부분은 예금액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시된 최소한도 10% 규정을 초과하는 준비금을 유지해 오고 있는 듯싶다.
(주13) 이 이외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500억원에 달하는 2건의 거액 대출이 1951년 말
2개월간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허여(許與)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금련(金聯)의 정부대행
기관으로서의 자격하에 허여된 것이지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하에 허여된 것은 아니었다.
또 금련(金聯)의 이중적 역할에 대한 검토에 관해서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중은행이 고객에 대한 여신업무 결과로 취득한 신
용증권에 대한 재할인 및 이러한 증권 또는 특정증권을 담보로 한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을 하는 데 대하여 한국은행에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할인을 받거나 또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증권의 종류에 관해서는 예를 들자면 농작물의 생산 및 가공,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의 교역, 부패성 없는 상품의 비투기적 목적을 위한 보관 등을
위한 대출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등에서 발생되는 증권(이러한 증권의 만기일은 6
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등으로 그 법문 중에 면밀하게 정의되어 있다. 한국은행
이 취득한 신용증권의 갱신 또는 환치 또는 한국은행이 공여한 대출의 갱신은 제70조에 의
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는 허락되지 않으며 또 1회에 한하여 원기간의 절반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73조에 의하여 신용증권의

32) 원문은 ‘군색(窘塞)’으로 되어있으나, 영어원문인 ‘shortage of funds’를 반영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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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여하에 불구하고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러한 여신의 확장이 인플레이션의 압
력을 조장한다든가, 신청은행이 과거에 있어 중앙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뢰하여 왔다든
가 또는 그 은행이 불건전한 성질의 대출방침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융자신청이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허여되어 있다. 이
러한 여러 가지 법문 조항의 근본 목적은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 확장을 시중은행이 임시적인 자금 소요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단기적 원조
에 국한하고 또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건전한 의뢰를 저지하는 데 있었다.
제69조에 특정된 신용증권의 종류는 동 조문의 전체적 체계 내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하
여 각종각색의 할인 및 대출을 용인함에 있어서 너무나 협소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간주하
였던지, 1951년 2월 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재할인 또는 대출에 대한 담보에 적격한 신용증
권의 종류를 시중은행이 육상 및 해상 운수, 공공 사역, 건물의 수선 및 건축토목사업, 출
판 ‧ 인쇄, 정부에 지정된 사업 등에 대한 대부의 결과로서 취득한 제 증권을 포함하도록 확
장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권의 만기기한은 1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기기한에
관한 제한이 제69조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이러한 추가 규정에 관하
여 — 맨 마지막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아무런 반대도 없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 속
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국회에 의한 정식적 개정이 없이
이와 같이 앞서 기록한 조항의 범위를 확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부 및 할인정책의 한 가지 반대할 만한 양상은 — 비교적 소액에 달하는
소위 ｢운영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 당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제 대부 및 할인이 긴밀
하게, 그리고 사실에 있어 엄격하게 시중은행이 허여한 각개 대부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중은행은 각개의 고객에 대부를 하기 전에 우선 그 대부를 하는
경우에 취득될 신용증권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대부 또는 할인을 할는지 안 할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접촉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시중은행이 필요한 확언을 받으면 비
로소 대부를 할 것으로서 사실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대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단일행위의 일부로서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다. 결국에 있어 한국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직접 돈을 대출하는 것이며, 시중은행은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 조정역할을 하는 데 지나
지 않는다. 보다 더 반대할 만한 사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받을 사람들은 흔히 제1차
로 그들이 받을 대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에 교부한 신용증권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할인
또는 선대(先貸)하겠는가 않겠는가를 문의하고자 그들 자신이 한국은행과 접촉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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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결과에 있어서 한국은행 자체로부터 대부금을 청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의의 곡해 내지는 남용이며, 동 조문은 절대로 시중은행에 대하
여 특정한 대부를 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을 허락함을 기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례는 즉시 중지되어야 될 것이며, 재할인 기능은 원래 기도되었던 바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주요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하여 대부 및 할인
을 자유스럽게 허여함으로 말미암아,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
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
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제76조 및 위에서 이미 말
한바 제73조의 법문에 위반해 온 것이다. 만약에 이미 앞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시중은행
에 대한 장래의 여신한도 최고액을 날카롭게 삭감해 버린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그에게 부
과된바 이 명백한 금령(禁令)지시를 지키기에 한층 더 ｢용이｣할 것이다.
｢통화금융의 안정이 직접 위협을 받는 중대한 비상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
행에 평상시33)보다 좀 엄격치 않은 조건으로 여신할 수 있도록 인허하는 제69조의 제3항
이 지난해 동안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의 관대한 여신을 정당화시킨다는 의견이 있는 듯이 보
인다. 그러나 이것은 동 법문의 정확치 못한 해석이다. 확실히 남한도 현재 ｢비상｣사태에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통화금융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태는 아니다. 그러한 사태는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은행에 대한 거대한 ｢예금
인출사태｣가 존재하였던 전쟁 직후의 경우였으며 오늘과 같은 경우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
이 법문에 의뢰하는 것은 그 진실한 목적과 의사에 관한 중대한 곡해가 될 것이다.

일반은행법의 시행
이제 곧 실시해야 할 금융조치 중에서도 고위를 차지하는 것은 2년 전에 한국은행법과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일반은행법의 시행이다. 이상의 양 법은 동일한 조치의 표리를 이루
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은행법을 시행치 않고 있는 사실은 한국은행법의 어떤 규정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이유는 만족히 설명
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 동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효과적인 중앙은행법은 훌륭한 일반
은행법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한국의 현실이 곧 이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시중은
행업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폐단은 일반은행법만 시행하고 엄격히 실시된다면 교정될 것
이다. 만일 동법이 어떠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동법이 국회통과 전에 그 초안이
33) 원문은 ‘보통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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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장에서 수정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에도 불구하고 — 이 수
정의 주요한 영향은 장기금융업무에 관하여 신중히 기초한 규정의 본질을 미약화하는 것이
었던바 후일에 복구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일반은행법은 이 이상 지체치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 전쟁 발발의 결과로 동법의 시행을 입법 후 수개월 동안 연기하는 데 어떠한 변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동법을 시행치 않는 데 대한 이유의 하나는 어떤 규정, 특히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현재 실시불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동 규정을 신중히 검토한다면 그것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도 적응할 만큼 광범하고 융통성 있게 신중히 기초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주14)

(주14) 이 점에 관해서는 ｢시중은행의 자본금과 수익｣의 절을 참조할 것

동법 미시행을 변호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동법이 적절히 시행되게 되기 전에 시중은행
귀속주의 불하, 점포의 감축 또는 몇 개 은행의 통합 등 부수적34)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오해에 의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동법 시행
후라도 동법의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더 지체치 말고 일반은행법을 시행할 것을 절실히 건의하는 바이다.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금융제도는 재무부장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 이
와 같은 통제는 당시의 기본법령(일제시대로부터 계승된 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
었으며 한편 정부가 대다수 은행의 주식 중 지배적 부분(즉 귀속주)을 소유하였다는 사실
에 기인한 것이다. 재무부는 대부 및 신용정책을 결정하였으며, 또 일정액을 넘는 개별적
융자신청 전부를 승인하였고, 대부분의 은행 중역 및 고급간부의 임면을 좌우하였으며, 또
한 은행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금융제도가 이와 같이 엄격하고도 집권적인
통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치적 압박을 피치 못하였으며, 그
결과 불건전한 은행업무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융제도에 가하여진 이런 종류의 불건전한 압박을 제거하고 또 국민경제 각 분야에 걸
쳐 각종 이해관계를 가진 각 계층으로 하여금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 민주적으로 그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은 이 나라의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결
정권과 신중앙은행의 업무운영권을 7명의 위원으로써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중에 맡
긴 것이다. 7명의 위원이란 재무부장관(의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기관이 선출한 대표 2명,
34) 원문은 ‘보족(補足)적’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원문인 ‘subsidiary’를 반영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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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 농림부 ‧ 기획처가 각각 선출한 대표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회의 설치는 근년에 와서 입법된 허다한 각국 중앙은행법(특히 미개발국의 그것)에 구현된
원칙이나, 또한 좀 더 역사가 깊은 중앙은행의 기본법에도 암묵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과
도 합치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한국의 금융제도에 도입한다는 것은 곧 금융제도를 민주화
하고 이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제거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
을 하리라는 것은 한국은행법 기초자들의 부동의 신념이었다. 동법은 또한 은행감독 및 검
사기능을 재무부로부터 한국은행 내로 이관하였다. 금융문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감축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전면적 계획에 추가하여야 할 조치로써 당시 기안자들은 될 수 있는 대
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의 귀속주를 공매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한은 설립 이래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동안 동란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경제적 재정적 혼
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력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
는 그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특히 동란 초기에 있어서)에 대처함에 있어서 노련성과 기
민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1950년 6월(한은 창립)이래 위원회는 약 57차 회합하였고 —
월 평균 3회 —, 현재 1개월에 2차씩 정례회합을 가지고 있다. 의안을 보건대 세심한 준비
가 있었으며 또한 적절한 문제를 광범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의 장벽
으로 말미암아 필자는 위원회의 의사록을 검토할 수 없었으나, 토의내용은 훌륭한 것이며
각 위원은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형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위원회의 결의사항 또
는 그가 제정한 여러 규정에 관한 기록을 볼 때 그가 당면한 제 문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
식35) 파악하였으며 또 한국은행법의 많은 조항을 분별 있게 해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부여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위원회의
현 구성원에게 바랄 바가 아직 많다는 점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대다수 시
중은행의 지배적 권익을 쥐고 있는 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완전히 ｢자유스러
운｣ 대변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은 귀속주를 공매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장관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필요성은
(주15)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이다.

) 이외에 타 2위원이 정부부처 두 군데에서 선출되고 있다.

(주16)

지난 번 보고서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의 원래 의도는 민간에게 좀 더 광범한

대표권을 주자는 것이나, 한국경제와 같이 정부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통제되어
있는 경제하에서는 이러한 의도는 필경 실현 곤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현
구성방식은 절대로 변경을 허용치 않는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제의 ｢민
간부문｣이 확장하여 감에 따라 민간의 대표권을 확대하도록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 특히
35) 원문은 ‘간취(看取)’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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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분의 이익을 진정히 대표할 만한 민간단체가 형성되는 날에는 농업을 대표하는 민간
선출위원 1명을 가질 것이 가장 요망되는 바이다.
(주15) 그러나 섭섭하게도 현 재무부장관은 그가 담당하는 의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기간 중의 42차의 위원회 회의 중 9회밖에는 참석치 않았다. 그의 불참 시는 재무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주16) ｢블룸필드｣ 및 ｢젠센｣ 공편(共編) 앞의 책 45쪽 참조

한국은행법은 대한민국의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결정권이 금융통화위원회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재무부장관은 가장 중요한 위원이지
만 역시 7명의 위원 중 한 위원에 지나지 못하다), 재무부가 금융제도를 꼼짝없이 지배한
다는 것이 과거 오랫동안 하나의 전통이 되고 상습화한 이 나라에 있어서 상술한 관념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물론 모르는바 아니
다. 사실 말이지 재무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설치에 구현된 새로운 민주주의 원칙에 아직 충
분히 순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재무부는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법의
정신에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감독, 검사, 외환의 처분 내지 이체 및 일반융자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법 실시와 일반은행귀속주의 불하를 지연시켜
왔으며, 또 산업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은행으로 하여금 몇몇 가지 조항을 예외로
하여 전적으로 한국은행법 내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주17)

또한 재무부는

마땅히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하여야 할 신용융자에 관한 중요한 성명을 누차 발표하여 왔
던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일은 위원회의 지위, 효율성, 위신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52년도에 실시하기 위하여 재무부 관리가 기초한 소위 ｢생산책임제｣가 실
시된다면 융자업무에 관한 권한은 재무부의 수중에 들어가고 은행 입법의 제 원칙 중 몇
(주18)

가지에 저촉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정치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부터 금융제도를 지킨

다는 것은 비단 남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옛적부터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1950년 이전에 정치의 지배를 받은 금융제도를 가졌었다는 경험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었
으므로 그럴수록 더구나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중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란 책임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중에 집중시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
여야 할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금융의 건전화와 은행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결실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또는 그의 진
정한 독립성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부터 바라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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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식산은행(殖産銀行) 개편에 관한 구상｣ 참조
(주18) ｢신용정책과 대부업무｣ 참조

일반은행 귀속주(歸屬株) 불하(拂下)
｢젠센｣씨와 필자가 2년 전에 한 건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지금까지 실시를 보
지 못하였으나, 정부는 일반은행 귀속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에게 불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적으로 한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금련(金聯)과 금융조합 및 정부가 불과 5%
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모든 일반은행의 지배권을 보유
하고 있는바, 이것은 귀속주 소유권에 입각하여 직접적으로 또 은행 간 상호 주식소유에
의한 간접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직접 간접으로 정부가 대부분의 은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2년 전
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적어도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다.
첫째, 건전한 금융정책을 조성치 못하는 본의 아닌 정치적 압력과 독단적이며 근시안적
인 간섭에 금융기관을 종속시켜 왔다는 것과,
둘째로, 정부의 재배하에 있기 때문에 은행가는 은행의 지배주가 개인적으로 금융상 이
해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인 주주 수중에 있는 경우보다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려는 분발심
이 훨씬 적었으며 또 매력도 훨씬 적었다는 점이다. 남한 금융기관 재편에 관한 주요한 조
건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분의 은행은 정부 손으로부터 민간 손에 옮겨야 한다는 것
이 우리들의 확고한 의견인 것이다.(주19)
과거 2년간 상술한 바를 변경할 만한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간의 진전은
나의 판단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뿐이었다.(주20)
(주19) ｢블룸필드｣ 및 ｢젠센｣ 공편 앞의 책 66면 참조.
(주20) 귀속주 불하에 찬성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이미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귀속주 불하가
될 때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2명의 금융기관대표가 완전히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대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금련, 금융조합 및 조흥은행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고 식산은행은 정부 지배하에 존재
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문제는 상공은행(구상호은행), 상업은행, 신탁은행, 저축은
행의 귀속주 처분에 귀착하게 되는바, 그 주의 총액면금액은 740만원인 극소액에 불과하
다. 사실 시장가격은 이보다 훨씬 고가일 것이나, 여하간 그 주식을 불하한다 하더라도 그
런 소액의 주식 처분은 곤란치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실제 그 주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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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려고 하는 개인이 많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데도 여태까지 정부는 고집하고 불
하하려 하지도 않는다.
은행 귀속주 불하에 반대하는 정부 관리들의 공통된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이기적 목적
으로 일반은행을 독점하려는 소수인에게 매점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나, 그런 염려는 과
장되기 쉬운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한 개 은행의 일정액 이상의 주식 매수 및
보유를 할 수 없게 한다든가 또는 한 개 은행 이상의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지 못하게 귀
속주 불하를 배정하는 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방지할 수 있으며, 이 방도로 합리적이고 광
범위한 개인소유로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일반은행 주식의 소유가 집중되는 징조
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조항에 의거한 엄한 제약 및 금융통화
위원회와 은행감독부장 권한에 의거한 업무에 대한 강권의 적용으로 폐단은 언제나 억제될
것이다.
은행주를 매수하는 주주는 일반은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귀속주 불하를 반대하는 의론도 있으나, 정부소유와 지배하에서 일반은행이
부당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런 의론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부가 귀속주를 불하한다 할지라도 각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타 은행주
는 아직 남게 되나, 은행은 타 은행의 주를 항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며 또한 즉시 처분하
여야 한다는 은행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매도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은행법의
실시와 아울러, 만약 그 실시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속히 이 방향에 따라 처리하도
록 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며, 역시 액면이 극히 소액이므로 그 처분에 곤란은 없을 것이다.

식산은행(殖産銀行) 개편에 관한 구상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식산은행을 개편하여 식은(殖銀)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일반상업
금융에 더하여 산업부흥 및 재건을 위한 장기금융의 기능을 부여하자는 산업은행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 산업은행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산은의 자본금에 충당하
기 위하여 백억원이라는 액수가 1952년도의 정부예산안 속에 계상되어 있다.
이 법안이 좋지 못하고 시의에 적합지 않은 입법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신념이다.
본 법안의 통과는 장기금융기관을 설치함이 타당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얻어 법안 자체가 수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본법, 아니 사실인즉 이에 유사한 어떠한 법안의 실시도 위험한 현재 인플레이
션에 비추어 당분간 매우 부득책(不得策)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것과 같은 형태의 법안은
재정상태가 좀 더 안정된 시기에 있어서라도 반대하여야 할 중대한 기술적 결함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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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법에 대한 필자의 비판에 있어 처음 지적할 점은 기도된 개편과 산업은행의 운
영이 전면적으로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현행 은행 입법의 체제 외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이
다. 동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비교적 중요치 않은 몇몇 조항을 따로 하면 전반적으로 은
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적용으로부터 명백히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산은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고유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 일반은행법은 원래가 동법의 범위 내에서
장기금융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된 것이다. 그리고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기
초한 우리들이 숙려한 끝에 도달한 견해는 이 양자의 입법을 통하여 장기금융기관과 금융
기관 일반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 가지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산업은행법은 위와 같은 입법의 조문과 정신에 조화하지 않고 오히려 개편된 산업은
행으로 하여금 전적이라고 말하여도 좋을 만큼 그의 적용범위 외에 놓은 것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광범한 감독하에 놓는 대신에 재무부장
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도록 만든 것이다. 사실이지 본 법안은 마치 1950년 은행제도개혁
이전에 이 나라에 행하여진 일본식 독재주의적 입법에 유사한 색채가 있는바, 즉 재무부장
관에게 산업은행의 고급간부와 이사진을 임명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동행의 업무와 정
책을 감독 지휘하는 최고 권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동행을 현행 은행입법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한 이유에 관하여서는 동법안 기초자인 재무부 관리로부터 만족할만한 설명을
얻을 수 없었다.
개편된 산업은행을 현행법령의 적용범위 외에 놓고 재무부장관의 직할하에 두는 점에
대한 대국적 반대는 고사하더라도 재무부 및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형태로 통화금융행정기
관이 이원화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실제적으로 아니하려야 아니할 수 없는 반대가
있는 것이다. 그 것은 이미 조성되는 경향이 있는 분열을 격화하고 금융제도 일반의 효율
적 기능발휘에 유해한 혼란을 조장하고 권위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에는 동행 정책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전반적 금융통화정책과 정합시키
는 조항도 없고 또한 이러한 정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 결과란, 즉 산업은행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밖의 은행제도는 금통위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이
끌어 나가는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이 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여신을 억제하려는 금
융통화위원회의 기도는 산업은행대출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거나 또는 일부
상쇄될 것이다.
만일에 개편된 산업은행이 그의 업무를 전적으로 장기금융에 국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동행이 일반 상업금융도 계속 취급한다면 기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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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다른 일련의 규칙과 정책에 지배되게 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혼효
(混淆)36)와 동요가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동행의 일반상업금융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서
는 결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보다도 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동행의
상업금융과 장기금융에 관한 업무가 혼효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불 요구에 의해서 지불되
는 예금채무는 그의 견질(見質)이 될 자산을 수년이라는 장기간의 경과 후에야만 상환받을
수 있는 여신의 형태로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장단기 두 종류의 업무
를 혼효한다는 것이 건전한 금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인
것이다.
더구나 장기대부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상업금융의 특징인 은행신용(돈)의 창출37)
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진정한 비인플레이션적 자금원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실제 문제에 있어 상업금융과 장기금융이 혼효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달성키 어려운 일이
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은행법의 당초 초안에 있어서는 만일에 하나의 은행
이 두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한쪽 업무를 다른 업무로부터 확연히 구별하여 따
로 전담부국을 설치하고 독립된 자본금과 경리를 가져야 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리
고 장기금융부의 대출자원은 전적으로 출자증권의 공매, 대중의 장기성예금 등 기타 비인
플레이션적 자금원에 이를 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은
행법 최종안에는 이 중요한 조항이 제거되어 있다.
식산은행에 대한 필자의 비판의 주요점은 상술한 바와 같은 기술적 결함에 있다는 것보
다도 당면한 고도의 인플레이션에 비추어 대대적인 산업부흥계획을 수행함에는 현재는 절
대로 그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만일에 동행 업무가 새로이 창출되는 돈에 의하여서
가 아니라 전적으로 비인플레이션적 자원으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동행 대출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중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은 반인플레이션적 방향
에, 즉 현재 작용 중인 인플레이션 세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이
도리에 맞을 것이다. 일례를 들면 동행의 100억원 출자를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
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기도임이 명백한데 만일에 정부가 이 금액을 조세 기타의 세입에서
나 또는 세출절약으로써 조달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액수가 대수롭지 않다 하더라고 그 금
액은 유휴시키든가 현재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있는 UN대여금 조달에 충당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단순한 중성적 역할을 벗어나 긴요한 반인플레
이션적 목적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36) 여러 가지 것이 뒤섞임 - 역주
37) 원문은 ‘조출(造出)’ - 역주

162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그렇지만 동법에는 산업은행의 업무가 실지로 비인플레이션적 자원으로부터 조달되리라
는 하등의 보장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명히 전체적 균형예
산 내에서 지출될 당초 출자금은 별개로 하고, 동 법안은 대부업무를 위한 추가 자금을 ｢
재정자금의 차입, 예금의 수입 및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으로 조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 방법으로 조달되는 자금이 실로 원래 비인플레이션적임을 보장하는 적절
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탈락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증조
항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가) 재정자금이 은행차입이 아니라 정상적 재정수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한다.
(나) 예금은 장기성(저축성) 예금이라야 한다.
(다) 산업금융채권은 금융기관 외의 투자가에 판매되어야 하며 은행대부의 담보로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지조항의 결여로 말미암아 산업은행의 장기대출 활동은 비록 한층 ｢정상적｣인
환경하에서도 중앙은행여신에 대대적으로 의뢰함으로써 손쉽게 강력한 인플레이션 추진력
이 될 것이다. 비인플레이션적인 자원을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는 거의 틀림없
는 사실인 것인바, 100억원의 당초 출자금은 비교적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여 머지않아 직
접 간접으로 한국은행에서 얻은 자금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에는 필자가 이의를 말하고자 하는 조항이 그 외에도 허다하나, 산업은행에
관한 전체 계획을 한층 안정된 금융상태가 도달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관해
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하였다. 한국은 과연 산업 및 농업 부흥을 위해서 장기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극히 부적당하며 동 법안은 여하튼 이러한 기관에 필요한 실제
유효한 방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에서 동법을 실시할 결심이거
나 또는 정치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동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본인은 최소한도로 다
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즉 개편된 산업은행의 장기대부업무와 상업금융업무를
별개 부국에 구분하고, 각기 고유의 자본을 가지고 적어도 상업금융 활동만은 일반은행법
의 규정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일반은행업무
중앙은행은 자유로 일반 민간을 상대로 은행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차 인정
되어 가는 원칙에 따라 한국은행법 제93조는 ｢정부, 정부대행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대
한민국 내에 있는 민간과 예금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동 원칙은 다른 조
문에도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특정 예외가 허용된 것이다. 즉 첫째, 한국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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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업무에 관련하여 민간과 거래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중은행이 이
방면에 경험이 없고 외환사정이 비정상적이므로 한국은행에 일원화한 것이다. 둘째로, 비
상한 통화 및 신용 수축기에 있어서 시중은행이 대부를 회수하며 신규대부를 억제할 때 한
국은행이 민간기업체에 여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민간 상거래계정을 지체 없이 제거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은 1950년 6월에 그 민간대부와 할인 및 예금
전부를 상공은행에 이양하였다. 이 때 대부와 할인 액은 약 52억원이고 예금액은 25억원이
어서 이 이양된 자산 초과액 27억원은 동액을 상공은행에 대한 여신으로 재할하였는데 최
근에 이르러 이 여신액은 상환되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설립 초부터 법 제93조 요청에 전반적으로 수응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업무에서 완전히 일탈하지 못한 형적이 있다. 즉 한국은행은
소속직원, 소비조합, 행우회 및 지방금융단의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소속직원, 소비조
합 및 행우회 예금 취급은 특례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겠으나 지방금융단의 예금 취급은 법
제93조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결말지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그 법정신을 위반하여 민간인의 요구에 의한 송금을 취급하며
민간인과의 다른 부수적 봉사를 수행하여 온 것 같다. 또한 이미 논의한 바이지만 한국은행
은 그 시중은행에 대한 여신을 직접 시중은행이 그 거래선에 여신한 특정대부와 연결시키
고, 더욱 시중은행에서 대부받을 거래선은 시중은행의 대부를 한국은행이 재할한다는 약속
을 얻기 위하여 우선 한국은행에 접촉하여야 한다는 불행한 경향이 있었다.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이 한국은행 수표로 발행한 수표의 민간수령자 역시 응당 그 수표를 시중은행에 예
금하여 추심하여야 할 것을, 그러니 보다 직접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에 그 수표를 지참하여
현금을 찾아가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 비록 현재 비정상적 조건은 가까운 장래에 이것을 성
취하기엔 다소 곤란하게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이지만, 한국은행은 가능한 한 일반민간과
의, 앞에서 말한바 직접 간접의 각종 거래를 회피 혹은 포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동경과 오사카지점이 외환업무 이외에 일본의 민간, 특히 한
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과 일반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사실은 하나의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순 형식적 견지에서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내의 민간인과의 시중은행업무 거래
를 금지한 법 제93조를 위반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을지 모른다. 한국은행법이 기초되었
을 당시엔 한국은행이 외국에 지점을 개설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시중은행업
무를 영위하여서는 특히 안 된다는 것이어서, 법 제93조의 명백한 의도는 한국은행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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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시중은행업무 수행을 못하게 된 것이다. 하여튼 중앙은행이 외국에서 시중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란 초이상적(超異常的)이므로 물론 취급액이 비교적 적겠지만 실행 가능한
조속한 시일에 한국은행 동경지점의 그 시중은행업무는 종결하는 데 심심한 고려가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필자의 당초 보고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의 정확한 자의(字義)에도 불
구하고 대민간거래에 관한 의의 의도는 명백한 것이라는 것이 재 강조되어야 하겠다. 외환
업무 또는 제94조에 개술한 특별조건을 제외하고 민간과의 어떠한 거래도 한국은행법 정
신을 위반38)하는 것이다. 이윤추구 동기로서의 시중은행업무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본적
역할로 되어 있는 국민경제의 복리란 광범한 고려와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시중은행과 직접 경쟁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중앙은행
이 금융기관에 점하고 있는 위신과 지위를 떨어뜨리게39)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으로서는 현재 혼란한 정세일지라도 특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과의 거래를 피할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으로서는 민간과
의 외환거래까지도 피하는 것이 종국적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사정이 허락만 되면 시중은행
에 이양하여야 한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부
국가예산 범위 외에서 운영되면서 생산, 구매, 판매 혹은 분배에 관련된 부문의 일종의
공적 성격을 띤 상업 활동 내지는 기능을 정부대신 수행하도록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산하
단체인 소위 정부대행기관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점유하는 중요하고도 전면적인 역할에 비
추어 은행법 내에 이러한 대행기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삽입함이 필요하였다.
더욱이 이 특별규정은 다소 유통적인 정부대행기관이라는 개념을 가능한 한 명백히 함
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행법의 초안에는 이(정부대행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어떤 의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범주 내에 든다고 동의된 기관 전부에 관한 일람표도 포함 삽입되었던 것이다. 기타 법
인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되 오직 국회가 정하는 법에 의하여서만 그러할 것
이며, 이 정의에 이 이상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대행기관도 즉시로 그 범주에서 제거되어
야 할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최종 통과를 본 한국은행법에는 이 정의 그 자체(제85
조40))를 제외하고 앞에서 말한바 각종 규정은 제거되었다. 이리하여 이 개념은 다소 애매
38) 원문은 ‘위범(違犯)’ - 역주
39) 원문은 ‘저락(低落)하게’ - 역주
40) 원문은 제185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교정 실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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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남아 있게 되어 본래 의도하였던 것보다 한층 광의의 정의에 의해서 남용의 가능성
을 허용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법의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등 남용의 예가 없었으며, 동법의 원안
에서 제거된 규정에 대하여는 일종의 실시 가능한 타협이 대용되어 왔다. 즉 1950년 5월
23일자 대통령령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동법 제85조에서 언급된바 정부대행
기관은 재무부장관이 관계 주무부 장관과 협의 후에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대행기관의 범주에서 어떤 기관을 제거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로41) 규
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설립된 직후 16개 기관의 일람표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정식으로 지정되었는바(주21), 동 표는 한국은행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기관이 이 범주 내에 지정될 것을 신청하여 왔으나 한은 설립 이래 오직
한 개 기관만이 이 표에 첨가되었다(1951년 11월 28일자로 한국조폐공사).
(주21) 이 기관 중 세 개의 기관은 현재 청산과정에 있다.

비록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
한으로 대부를 할 권한이 있으되, 동법은 이러한 대부 일체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원본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서는 대국민국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규정하
였다(제86조). 이와 동일한 조건은 일반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정부대행기관 대부에 부
가되어 있다(제26조). 이 규정은 정부대행기관의 제반 활동은 사실 국가예산회계의 일부라
는 인식하에 삽입되었고, 또 이리하여 그 차입금은 정부 자신의 정규 대상금과 꼭 마찬가
지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더욱이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은행
은 개개 정부관리의 압력하에 때때로 정부 관하 여러 기관에 불량 대부 및 상환가능성이 의
아스러운 대부를 하여 왔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회승인과 정부보증을 필수요건으로 함
으로써 장차 이러한 종류의 불건전 대부의 가능성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한국은행 설립 이래 한은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부 — 전부 금련(金聯)에 대한 것 —
중 약간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았고 또 정부보증을 얻었다. 한편 한
은은 그 장부상에 조선은행으로부터 이양을 받고 위와 같은 승인과 보증을 받지 않은 조선
전업(朝鮮電業)회사 및 조선석탄배급회사에 대한 소액의 대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법
제119조의 필수요건을 준수하여 이러한 대부는 의당 청산되어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한
은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비록 한국은행은 법 제86조의 필수요건을 준수하여 왔으되 시중은행, 즉 식산은행, 저축
41) 원문은 ‘역(亦) 동단(同斷)으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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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공은행은 국회의 승인도 없고 정부의 보증도 받지 않은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소
액의 대부를 하여 왔다. 은행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부는 정식 위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를 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일반은행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
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할 뿐이다.
어느 정도 장래를 관망할 때 모든 정부대행기관의 운영을 조속히 국가예산 — 여기 이 모
든 운영이 적절히 소속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관재청(管財廳) 및 전매국(專賣局)과 같은 ｢
특별회계｣의 형식으로 — 에 통합하거나 혹은 이러한 운영을 현존 ｢특별회계｣에 이관함이
기대42) 된다는 사실에 심심한 고려를 부여43)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이 양자의 경우 여하
간에 한국은행법 제85조에서 의미하는 정부대행기관이라는 개념은 소멸될 것이며, 또 그렇
게 되면 이 이상 하등의 특별한 은행업상 규정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수익,
지출 및 차입금은 국가예산회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제 현존 정부대
행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에 관한 간단한 논의를 하게 된다.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연합회와 그에 연결된 지방금융조합은 한국 금융기구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원래 이 조직체는 그것을 협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농과 소상인에게 금
융상 및 여신상 편의와 이에 관련된 봉사를 공여하자는 전적으로 장려44)할 수 있는 목적하
에 설립된바, 근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대부금을 기초로 하여 쌀, 밀보리 및
짚공예품45)의 수집과 분배, 그리고 수입비료와 생고무의 구매 및 분배를 포함한 정부대행
기관으로서의 광범하고도 중요한 비금융기관적 활동에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이 조직체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실업｣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금
융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은 후면으로 퇴각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왜곡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조직체는 가장 능률적인 기능 발휘에는 도움이 되어 온46)바 없는
일종의 정치도구화하게 되었다.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이중기능에 대한 특별한 인정은 2년 전에 한국은행법 내
에 부여되었다. 법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조합연합회는 제85조에 준거하여 정부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의 정부대행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으
42) 원문은 ‘기망(冀望)’ - 역주
43) 원문은 ‘배여(配與)’ - 역주
44) 원문은 ‘추장(推獎)’ - 역주
45) 원문은 ‘미곡(米穀), 하곡(夏穀) 및 고공품(藁工品)’ - 역주
46) 원문은 ‘자(資)해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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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부를 규제하는 법의 규정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47) 금융조합연합회는 (금융조합과 더불어) 하나의 은행기
관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규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이중
기능에 대한 인정은 은행법 제25조에서 부여되었는바,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즉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인허를 얻은 금융기관은 그 업무를 은행업
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개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규정은 그 이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이 그 구조
를 기본적으로 재편할 필요 없이도 은행법의 범위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
있는 타협을 제공하자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타협에 비록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았
으되, 필자의 소신으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타협이 혼란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
다는 이점을 갖고 있음을 믿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48) 경험에 의하면 금융조합연합회
와 금융조합의 이중기능에 포함된 중대한 단점이 계속 판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
대한 것은 이 두 기관이 일관하여 아마 사물의 그 성격 자체에 비추어 그 물자계획에 포함
된 자금을 은행업에 관련된 자금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금융통
화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신용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훨씬
곤란하게 하였으며 또 그 권한이 기술적으로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은행업 부문에
만 관련되어 있는 은행감독부장과 은행검사역으로 하여금 금련(金聯)과 금조(金組)의 은행
업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설혹 은행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25조의 필수규정이 적용
하게 된 후라 할지라도 이 기관이 그 두 부문의 기능분야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가, 또는
은행감독부장이 이러한 필수조항의 준수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의
심스럽게 생각되는 바이다. 이러한 이중기능에서 오는 두 번째 단점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은 그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유리함에 비추어 그 주요한 업무분야
를 구성하는 은행업무분야를 등한시하여 온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대다수가 소농
이고 또 농업신용 공여기관의 필요가 절실한 나라에서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정력
이 그 고유한 목적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음은 실로 유감된 바이다. 동시에 그 전면적인 운
영 자체가 방대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조차
충분히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은 실
시할 수 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정부대행기능을 포기하고 소농과 소상인의 필요에 봉사
47) 원문은 ‘부연(不然)이면’ - 역주
48) 원문은 ‘계기(繼起)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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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협동적 은행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지위에 전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 이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부대행기관 기능은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현재 또는 신설 ｢특별회계｣에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제거한 금융조합연합
회와 금융조합은 관계자 전부에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는 금융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건의에 가장 심심한 고려를 부여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시중은행의 자본금과 수익
2년 전 필자와 젠센씨는 어떤 보고서에서 시중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긴박한 자본금의
부족과 또 이 부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다액의 추가 자본을 주
(주22)

입하여야 할 긴급성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있어서 모든 시중은행

(금련(金聯)과

동 산하의 금조(金組)를 제외)의 자본금 및 적립금의 자산에 대한 비율은 3분의 1퍼센트에
미달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며, 세 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분의 1퍼센트에도 달하지
않는 저율 상태였다.
(주22) 금련(金聯) 및 금조(金組)를 위 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선은 그들의
은행업 자산을 비은행업계정에서 분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본상태
는 타 은행의 그것보다 더 건전하다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년 동안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온 결과 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에는
실질적으로는 하등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는 시기에 자산만은 막대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앞
에서 설명한 자본금과 자산과의 비율은 더 한층 적어지고 거의 소멸점에까지 가까이 저락
(低落)하였다. 예를 들면 1951년 말에 있어서의 시중은행의(금련(金聯) 및 금조(金組)를 제
외) 자본금과 자산의 비율은 약 1퍼센트의 6/10049)으로 저하되고 말았다.
이러한 조건하에 있어서는 은행이 그 운영 도상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경우에 은행예금
자나 기타 채권자는 보통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하여 보상되는 보호를 전혀 향유할 수 없다
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들의 유일한 보호라고는 실지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
터 은행에 대한 여신 선대(先貸)의 형태를 취한 강력한 지출에 있을 뿐이고 또 이미 실지
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에 의지하여 오던 것이었다. 어떤 다른 개혁이 기도되든 간에 이것
은 극히 불건전한 상태인 것으로서 진실로 건전한 은행체제의 수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2년 전에 있어서
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소액
49) 원문은 ‘평균 100분지 1퍼센트’로 되어 있으나, 영어 원문인 ‘about 6/100 of 1 percent’을 따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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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보유의 귀속주식을 조속히 처분하게 할 만한 충분한 관심이 공중 측에 존재하기는
하나, 시중은행의 자본금과 자산의 비율을 ｢상당한｣ 숫자로 향상시키기까지에 필요한 자본
금이라는 것은 현 정세하에 있어서는 거의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년간에
걸친 만성적인 은행운영과 불충분한 수익 혹은 실손은 은행주식으로 하여금 일반대중이 투
자하기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론상으로는 정부자본금의 주입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자본금을 제공하게 될 것인지 또 자본금을 정부가 통상예산수입 중에서 출자
할 수 있을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여하튼 위와 같은 자본금은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불미한 영향을 갖게 되고야 말 것이다. 민간자본 면에 있
어서의 한 가지 유망한 자원으로서는 토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정부에 매도하고 5년간에
걸쳐서 막대한 현금지출을 받게 되어 있는 지주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52~1953 회계연도에 있어서 전(前) 지주가 받게 될 금액은 1,4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이 자금 중 과연 얼마가50) 은행주식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는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허다한 딴 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이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의 해결은 은행주식이라는 것이 퍽 매력 있는 투자형태가 되어 지고 또한 귀속주의 민
간 양도, 더 건전한 금융정책, 은행 대차대조표의 쇄신 등 적의(適宜)한 금융시책이 실현되
고 금융 및 경제의 제 문제가 한층 안정 부흥된 시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은행법 제15조는 각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잉여금이 이러한 기관의 자산에 대하여(소액
의 시재현금과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 제외) 정상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10퍼센트의 최소
한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한다면 시중은행(금련(金聯) 및 금조(金組)
를 제외)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 및 적립금은 개략 270억원에 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비교하여 실지 금액은 겨우 172백만원밖에 안 된다. 금련(金聯)과 금조(金組)에 있
어서의 자본금 및 적립금의 부족액은 극히 어림셈51)하여 2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렇게 계산할 때 모든 시중은행에 있어서 표시되는 부족액은 450억원으로 통산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자본금 실지 부족액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추산을 하려면 다른 조목
들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제 시중은행은 아직도 장부상에
있어서 토지, 건물 등이 1945년 전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이것을 현 인플레이션의 현
상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우리는 재평가 위
원회의 특별조사에 의거하여 시중은행의 고정자산은 도합 56억원으로 기재될 것을 건의한
50) 원문은 ‘기하액(幾何額)이’ - 역주
51) 원문은 ‘개산(槪算)’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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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실현되었더라면 당시에 있어 직면하고 있던 자본금 부족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 후의 인플레이션 진행으
로 말미암아 만약에 오늘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자산을 재평가한다면 그 액수는 위 56
억원의 수배에 달하리라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존 고정자산
의 기재는 전쟁에 의하여 발생된 물자의 파괴 또는 손상으로 말미암아 상각되지 않으면 안
될는지도 모를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있는 손실은 현재 각 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계
정 측에 가상적인 ｢전재(戰災)복구계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 항목의 실지적(實地的)인 평
가 기도(企圖)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일 것이며, 제반 금융조건이 안정될 때까지 동 문제를
보류하여 두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러한 안정기에 가서 이 중요한 과제는 은행감독부장을
수반으로 하여 그 밑에 은행가, 정부 직원 및 회계관으로써 구성될 위원회에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시기는 장부상에 남아있는 1945년도 이전의 무가치하고 의심스러운
(주23)

자산 또는 부채

, 불량대부금 등 제 계정을 장부상에서 제거하거나 재정리하기에 더 적

의(適宜)한 시기가 될 것이다. 또 ｢전재복구계정｣을 제거함도 그러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적절하게 보일 것이다.
(주23) 1945년도 이전의 부채 및 자산계정 취급에 관해서는 동 문제를 검토한 ｢블룸필드｣ 및 ｢젠센｣
공편 앞의 책 75쪽 참조.

이러한 제반 재정리가 끝나면 제 은행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산면을 초과하는 부채계정
을 갖게 될 것이다. 필자의 의견에 의한다면 이 전반적인 부족액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더 건전한 시중은행 체제를 세우기 위하여 정부의 갹출로 보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
은 갹출금52)문제는 현재 시중은행의 비참한 상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대부
분이 수년간에 걸친 정부 자체의 부적절한 관리행위에서 원인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53)
할 때 한층 더 정당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각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정리되면 그것은 곧 개인 자본을 유도하여 은행의 자본금 부족현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 은행을 수익소득을 취할 수 있는 수준
으로 향상시키는 문제가 있다.
1950년 6월 이전에 있어서도 남한의 은행업이란 것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은 되
52) 원문은 ‘갹금(醵金)’ - 역주
53) 원문은 ‘구명(究明)’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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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전쟁 전 5년간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율의 수익을 가능케 하였
으리라고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의 성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불한 은행이라
고는 거의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운영상 결손상태가 계속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 결국
에 있어서 이것은 빈약한 관리와 낭비적 지출과 불충분한 감독과 부주의한 대부정책과 기
타 제 불건전한 금융관례와 전반적인 능률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각
은행은 일반 귀속재산들과 공통한 운명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각 은행이 이익을 내
는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한국이 소요로 하는 은행수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숫자의 은행점포가 소재하고 있었다는 데도 기인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세는 전쟁 이래 쭉 계속하여 왔다. 1950년 6월부터 1951년 9월간에 모든 시중
은행은 (자세한 숫자를 알 수 없는 금련(金聯) 및 금조(金組)를 제외하고) 총지출 102억원
에 대하여 총수입 79억원, 즉 23억원에 달하는 운영상 손실을 내었다. 이러한 손실은 부분
적으로 전쟁에 의한 은행 및 은행업무의 이산분열(離散分裂)에서 반영되는 것이나, 대체적
으로는 역시 전쟁 전에 흔히 보이던 불충분한 정책과 건전치 못한 관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한
국은행의 감독부는 현 사태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었으며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이를 시정
함에 있어서 적극적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그들의 운영상 손실을 흡수할 만한 적립금이나 자본금이라고는 실질상 거의 없었으므로 한
국은행으로부터의 일반차입에서 그 손실을 보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에 대하여 끊임없는 손실을 자아내게 하는 제 요소가 시정되기까지에는 확실히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은행 관리와 정책상 혁신이란 것은 단시일 내에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은행감독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행동하에 부단
한 주의를 경도해야만 할 문제이다. 시중은행의 통제 관리를 개인 이권에로 양도한다면 이
미 본 보고서의 딴 부분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은행사무 관리와 은행 운영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허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운영상 손실을 자아내게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수요를 초과하는 은행점포수에 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전쟁 전보다도 오히려 더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가급적 속히 현존하는 각 은행 지점수의 약 25% 가량을 폐쇄해 버
릴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렇게 함은 한국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박탈
하는 폐단이 없이 그 남는 각 지점을 이익을 올리는 수준에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폐쇄될 각 은행 예속의 지점수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지방의 결정은 은행감독부
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 은행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는 어떤 은행을 타 은행에 합병시킴으로써 그 수를 감축하는 데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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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후자의 조치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필요성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다.
은행법 제15조의 자본금 및 적립금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동법을 단시일 내에 운용 시
행함이 불가능하리라는 견해가 표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의 자본금 부족이란 결
코 단시일 내에 개선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하여 일부러 굴신성(屈伸性) 있게 성
문화한 동 법문을 오해하는 데 기인한 것이 확연하다. 법문에 10%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
은 즉시 그것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정도로 추
구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희망적 목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15조의 조문을 본다면 만일
에 금융기관의 자본금 및 적립금이 그 자산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부족액을 ｢보전할 안｣을 작성하여 은행감독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은행감독부장이 동 금융기관이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
는｣ 은행감독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동 금융기관이 청산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이 괄호 내의 문구를 참작할 때 은행감독부장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이 허용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각 금융기관의 자본금 및 적립금을 단시일 내에 법문에
제시되어 있는 액수에 인상할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은행법의 실시가 방해될 필요는 없다
는 것이 명백하다.
은행감독부장에 대한 이러한 자유재량의 권한은 동법의 은행자본금 및 적립금에 관한
딴 조항에서도 역시 허여(許與)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제27조제4항 같은 것이다.

시중은행업무
이 보고서의 다른 여러 곳에서 시중은행의 대부, 예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수
익, 자본금, 감독, 검사, 기타 부분을 위시하여 시중은행의 현상 및 업무의 각 방면에 대하
여 좀 상세히 취급한바 있지만 시간과 즉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
여 본인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시중은행의 업무면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본 절의 목적은
다만 다른 절에서 서술한 점 이외에 어떤 불건전하고 불규칙한 금융업무와 정책, 즉 더 건
전하고 효율적인 은행제도를 위하여 조속한 교정이 요구되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주의를
환기함에 있다.
누구든지 시중은행의 검사보고서를 보면 그 보유자산 명세에 거액의 연체대부가 포함되
어 있는 사실에 즉시 놀라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평균 전체 은행대부의 2할 5푼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연체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1년 이내)로만 허용되었고 또
그래야만 하는 대부가 항상 누차에 걸쳐 갱신되어 결국 장기대부화하고, 나가서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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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션에 가세하는 불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상환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규
대부를 대부잔고의 증가 없이 허여(許與)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만큼 통화공급량 팽창
도 적어지게 된다. 확실히 연체대부의 어떤 것은 관계 기업체가 입은 전재(戰災)나 또는 붕
괴에 비추어 회수불능이거나 또는 사실상 가까운 장래에는 영구히 상환되지 않을지도 모르
는바, 금융기관이 대부회수정책에 있어서 과도히 완만하였던 감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연체대부의 대부분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누차에 걸쳐 시중은행에 대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현저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연체대부 잔액을 감소시키며 신규대부를 만기에
신속히 회수하는 데 한층 강력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극력 강경히 주장하여 마지않는다.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것을 이행치 않는 금융기관을 징계할 광범한 권한을 부
여하고 있으니 이 권한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시중은행 대부의 다른 불안상은 아무런 담보도 없는 대부가 놀랄 만큼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무담보대부가 평균 5할도 넘는 것 같다. 확실히 이 무담보대부
의 어떤 부분은 사변 전에 대출된 것이나 거의 대부분은 사변 이후에 대출된 것으로 간취
(看取)된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러한 거액의 무담보대부는 은행이 소망한다 할지라도 연체
대부를 담보집행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여러 가지 불건전한 대부관례가 있다. 즉 은행대부의
비정상적으로 막대한 부분이 비교적 소수의 고객에 대하여 융자되어 있고, 담보대부나 무
담보 대부를 막론하고 모두 신용조사 없이 또는 낡은 수년 전의 신용조사를 기초로 수행되
었으며, 너무 많은 대부가 상품의 퇴장 및 투기자금으로 사용되고, 대부의 내용이 응당 취
해질 균형을 잃어버려서 대부분이 어떤 한정된 분야, 특히 외국무역금융으로 집중되어 있
는 상태 등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차입인이 설치한 담보관리가 불충실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금의 유용과 수표의 부정취급이 있었고, 방만한 경비지출이 있었으며, 가불금 남용
도 있었고, 본지점 간의 연락이 불충분한 점이 또한 있고, 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지
적한 바와 같이 여신한도의 위반54)도 있고, 중앙은행여신에 과도한 의존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의미에선 전쟁과 또한 은행 및 소속직원이 입은 손실과 혼란의 소산
인 일반적 무질서와 착잡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금융계에 전쟁 전부터 뿌
리 깊이 박혀있는 관습과 전통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일조일석에 시정될 것이 아닐 것이다.
시중은행 경영면의 교육 훈련 수준의 향상은 결국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같은 문란과 비능률이 조기에 교정될 여지도 많다고 확언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54) 원문은 ‘위범(違犯)’ - 역주

174

2.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

그 시정목표를 감시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금융통화위원회와 은행감독부장에게 부하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를 위한 능률적인 기구는 금융기관의 충분한 기능 발휘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인정된 지 이미 오래다. 금융기관 감독의 기본적 기
능은 금융관계 제 법규를 준수케 하며 지불능력이 있고 효율적인 금융기관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으며 감독의 가장 중요한 면은 금융기관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지불능력이
있는가, 또는 그 지불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불건전 불안전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데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검사역들은 은행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적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 자산은 용인할 성질의 것이며 정당히 평
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모든 부채는 장부에 정확히 빠짐없이 기장되어 있는가 등의 사항을
검사하고, 적발된 부정행위나 위법은 검사역에게 보고되고, 검사역은 그것을 시정 혹은 시
정하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금융제도가 비교적 뒤떨어진 국가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감독 검사
를 하기 위한 효과적 기구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법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한국은
행 외의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 검사를 하는 광범한 권한을 가진 은행감독부장을 장으로 하
는 강력한 은행감독부를 한국은행 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시 은행감독부장은 자
신 또는 검사역이 적발한 부정행위, 위법 또는 결함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그 시정방책의
권고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정
책을 요구하거나 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한편 은행법에서는 은행감독부장
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산의 장부가격의 수정,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 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판정한 항목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지
시와 최종적 결정에 따라 은행의 신설 또는 지점의 설치, 자본 또는 본점 소재지의 변경
및 합병 또는 해산 등에 대하여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은행에 관한 법률 제정 전까지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남한 금융기관의 감독검사권은 재
무부 이재국에 있었다. 1950년 봄 이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것은 일반은행업무를 좀
더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관과 중앙은행의 기능을 결합함이 유리하
다는 현대 은행입법 경향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자신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심계원55)
및 재무부(한국은행법 원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음)의 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이 역시 중앙
55) 1962년 12월 헌법개정에 의하여 1963년 3월 감사원으로 개편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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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일반은행의 감독검사권과는 다른 감독검사권한에 예속시키는 근대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각 계정과 소유물의 감독 및 검
사를 지휘하고 계속적으로 한은업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한국은행에 두었다.
한국은행 발족 이래 은행감독부는 그 기능의 효과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제반 곤란한
사정하에 운영하여 왔다. 일례를 들면 사변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곤경에 비추어 한국은행
법의 어떤 규정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어떤 지시를 문자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었으며 같
은 이유로 금융기관이 취하고 있었던 불건전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매우 곤란
하였다. 사실 1950년 6월부터 9개월간은 감독 검사가 전혀 불가능하였고, 더욱이 은행법이
지금까지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업무(특히 제18조부터 27조까지)와 은행
보고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시행을 한층 곤란케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어떤 점포는 화재
또는 전재(戰災)로 인하여 장부 서류의 일부를 상실하여 검사역이 검사대상점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곳도 있다. 더 한층의 제약은 은행감독부가 검사역 7명, 참사 10
명과 행원 2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634개소(그 중 486개소는 금융조합)에
달하는 피검사금융기관의 본지점수로 보아 완전히56) 부족하다. 그 결과 한국은행법 제30
조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금융기관 본지점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는 전체의 불과 50%밖에 검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금련(金聯)과 금융조합
이 금융업무와 정부대행기관 업무를 혼합 영위함으로 진정한 금융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사실도 은행감독부 업무를 더한층 곤란케 한 바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한국은행법이 명백히 기도한 바와 같이 현재 은행감독검사당
국이 하나가 아니고 2, 3개나 있다는 사실인바, 예를 들면 한국은행법 제109조에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부여된 재무부와 그 관하 국(局)에 속한 모든 권한 ‧ 의무
‧ 직능은 한국은행에 이양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재국은 동 조문을 직
접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검사기능의 약간을 계속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심계원뿐 아니
라 모든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재청도 각 은행 계정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왔다. 또 외자관리청도 가끔 어떤 은행의 계정을 검사하고 있음을 필자는 알고 있다. 한국
은행을 위시한 각종 감독검사당국이 병존하는 결과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혼란, 이중의 노
력, 권한의 중복, 피검사점포의 번잡과 경비 부담, 감독검사기능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사변으로 인한 금융제도의 파행상이 계속하는 한 금융기관 감독 검사의
효과적 수행은 곤란할 것이며, 더욱이 금융기관의 자본 대 자산 비율이 현재와 같이 극히
56) 원문은 ‘전연(全然)’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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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이며 또한 그 자본의 부족이 보충되지 않는 한 감독검사기능은 필연적으로 그 본래의
의의가 어느 정도 상실당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책(無策)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이
유나 기타 지장을 빙자하는 것은 큰 과오이며, 오히려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한 업무분야에
서 부정행위와 위법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며 또한 꼭 하여야 할 약간의 명확한 조
치가 있다. 첫째, 가급적 속히 감독검사기능을 전적으로 한국은행 감독부에 집중하여야 한
다. 이재국은 한국은행법 제109조 취지에 따라 조속히 이 분야에서 손을 뗄 것이며, 관재
청, 심계원 및 외자관리청은 직접 검사를 지양하고 그 대신 한국은행에서 검사보고를 받도
록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다른 곳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귀속주가 처분된다면 관
재청은 여하튼 검사권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이유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은
행법을 이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행법 취지에 따라 은
행감독부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본지점을 자세히 검사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부 직
원을 최소 50명의 능숙한 검사역과 그에 따를 참사, 행원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문의 다른 곳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금련(金聯), 금융조합의 정부대행기관 업무를 타에
이관하거나 은행법 제25조 취지대로 비금융업무를 금융업무와 구분 취급하면 금련(金聯),
금융조합의 특수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은행의 불충분한 대부회수책, 명백히 불건전한 대부의 허여(許與),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현금 부정유용 등등의 현존 기구 내에서도 넉넉히 시정할 수 있었
던 각 은행의 허다한 부정행위와 위법 시정에 관한 은행감독부장의 권고에 대하여 종래보
다 한층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을 깊이57) 권고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과오를 범
한 은행 및 은행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시정책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
한이 부여되어 있으며(한국은행법 제30조, 제114조~116조 참조), 문제의 부정행위 또는 위
법이 피할 수 있는 것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에 대하여는 허용치 못할 것이다.
은행감독부장의 역할과 한국은행 다른 간부와의 관계에 관하여 은행이 필자에게 제출한
어떤 질문에 의해서 판단할 때 한국은행 내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한바, 예를 들면 한
국은행 총재나 다른 간부와 은행감독부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충돌｣의 가능성을 운운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은행감독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둔 이유의 하나는 타 금융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연합적으로 통제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충돌의 가능성을 확실히 회피하고, 그 대신 금융통화위원회의 전반적
57) 원문은 ‘심심(深深)’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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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지시 아래서 행동하는 은행감독부장, 총재 및 기타 간부와의 최대한 협조를 촉진시
킴에 있는 것이다. 또한 강조해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상업무의 결정
운영은 융자위원회와 업무부의 담당할 바이고, 은행감독부장이 할 바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은행감독부장의 역할은 정기검사를 통하여 앞에서 설명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금융기관
의 현존 각종 법규의 준수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신용정책을 결정
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은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한편 은행감독부
장은 한국은행의 중요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한은정책 및 업무에 관하여 권고할 수도 있
고 또는 권고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나머지 은행감독부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법 제18조를 규정하였다.

한국은행의 수익과 자본금
중앙은행이란 영리기관이 아니며 일차적58)으로 광범한 국가정책의 견지에서 이끌어져
야59) 할 것이지만, 자산의 감가에 대한 충분한 할당금 또는 적립금에 가산될 소액의 잉여
금을 포함하여 중앙은행 자체의 제 경비를 조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익을 정상적으로
내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창립 이래 최초의 회계연도인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있어서 동 은행은 178백만원이란 보잘것없는 순이익을 내었는데 그 중 25%,
즉 45백만원은 한국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은행 적립금에 포함되었고 잔액은 정
부의 일반자금에 불입되었다. 1951년 4월 1일부터 1952년 1월 31일 사이에 동행은 계속적
손실을 보았으며 동 기간 말 현재로 손실액은 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1951년 11월 미
달러화의 교환율 증가로 인한 동행 보유 미달러의 재평가에 의한 예상 외의 이득이 취득되
지 않았더라면 앞서 말한 손실액수는 아마 그 3배 이상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2년
2월 정부가 동행으로부터의 대월금60)에 대한 이자금을 연체 지불한 결과 동 연도 내의 적
립된 손실계정은 이익으로 전환하였으며 또 3월 말일 현재로 장부를 마감할 때는 동행은
모든 회계연도를 통하여 아마 또 다른 사소한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주
요 자산은 정부대상금과 정부를 위한 UN군 대상금에 있으므로 동행의 잠재 수익원천은 동
대상금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국은행법 제83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대상
금에 대한 이자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현행이율은 연리 2%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자금 지불에 있어서 항상 지연하였으며 또 지불에 있어서는 단지 정기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일괄지불로 되어 있었으므로 동 은행은 회계연도 대부분을 통하
58) 원문은 ‘제 일의적(一義的)’ - 역주
59) 원문은 ‘안도(案導)되어야’ - 역주
60) ‘당좌대월금’의 줄임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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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실 운영 상태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UN군대상금에 관해서는 이미
1951년 4월 6일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동 대상금에 포함된 은행권의 인쇄취급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리 4%의 지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국은행이 제의한 정부대상금의 원화이율 인상에 관
하여 반대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81조에 의하여 동 은행이 재정대행
기관으로서 정부에 제공한 제 봉사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
는 수수료에 관해서도 극히 근소한 일부 액수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위 제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그 대월금 및 UN군대상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타 수익
과 더불어 매년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동 은행에 대한 이자지불을 그 연도 내에 공평하게
나누어 시행할 것이며, 또 은행이 제공한 봉사에 대한 수수료나 ｢커미션｣도 규칙적으로 지
불해야만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수익을 ｢고갈｣시켜 버린다는 정책은 단지 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동 은행의 전체적인 자금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구나 그러한 감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논제를 후자에 돌리려고 한다.
한국은행법 제4조와 보조를 같이 하여 1950년 6월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5억원, 적립금
은 3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였다.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그 후 조
금도 변동하지 않았으며 또 그 적립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45백만원밖에 증가되지 않
았다. 그러나 그 후 본 은행의 자산 및 부채액의 거대한 팽창을 고려할 때 비록 중앙은행
의 자본금 필요액이란 것은 일반 시중은행의 그것과는 서로 다른61) 성격과 규모를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기술한 금액은 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저액이다. 설
상가상으로 동 은행은 공산군에 의하여 약탈 사용된 은행권, 건물 및 기타 재산 손상 등
상당한 전쟁손실을 받았다. 도합 약 121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손실은 현재 은행장부상 잠
정적인 전재(戰災)복구계정의 자산 측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몇 해를 두고 그
상태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손실에 대한 부분적 상각으로서 1년 전 화폐교환 시행 시
교환되지 못한 금액 약 50억원의 ｢이익｣이 있다. 그 외의 상각62) 자료로서는 은행의 현존
건물, 기타 고정자산의 가격을 장부상에 기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며, 1950년 6월에도 은
행 설립에 관련하여 이러한 방법이 기도된 전례가 있었다. 이러한 재평가를 행하기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은행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
의 여러 가지 조정책에 의하여 어떠한 최후 결과를 나타내든 간에 문제는 양호한 장부 기
61) 원문은 ‘상위(相違)한’ - 역주
62) 원문은 ‘상가(償價)’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의 offset(상각)의 교정 실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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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견지에서 보다도 조속히 개선되어야만 할 광범한 자금부족이라는 문제에 한국은행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저율의 수익과 그 수익액의 75%가 정부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떠한 특별조치가 강구되기 전에는 이 전반적인 자본금 부족상태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몇 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유일한 소유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이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자연히 제출된다. 그
한 가지는 정부가 UN군대상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할 것, 그 대월금에 대하여 한층 고율
의 이자를 지불할 것, 그리고 동 은행의 업무상 봉사에 대하여 충분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
등이다. 이러한 지불금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의 75%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일시적 포기와 합치하게 된다면 ｢전재(戰災)복구계정｣을 청산해 버릴 만한 충분한 수익금
을 내게 할 것이며, 또 동 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도 비교적 짧은 연수 내에 증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정부가 ｢전재복구계정｣을 일소하고 은행의 자본
금을 약 50억원으로, 적립금을 약 10억원 정도로 증가시킬 만큼 충분한 금액을 기존 대월
금계정에 첨가함으로써 첫째 방법과 똑같은 목적63)을 일거에 달성하게 되는 것인데 필자
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 방도를 취한다면 문제는 단순히 은행의 장부상 계산사
무에 그칠 것이고, 한국은행법, 특히 제6조의 조문 내용과도 더 잘 부합되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외환업무와 그 정책
한국은행법 중 외환업무와 그 정책에 관한 부분은 외환시장의 변태적이며 과도적인 시
기에 기초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었던 장래의 진전에 대비하고
자 동법은 많은 융통성 있는 광의한 용어로써 기초함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였다. 앞으로
의 사태에 비추어서 장애가 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고정된 기구를 수립
하려는 것은 확실히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당시에 존재하였던 일반 외환업무
기구에 적합하도록 한 초안을 채택하고 이리하여 수립된 광범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필요
하게 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광범한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하는 방도가 취해
진 것이다. 동시에 동 위원회를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신용정책과 함께 외환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최고 권위로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외환업무를 집중하고 있던 환금은행
(換金銀行)은 한국은행에 합병되어 그 업무는 새로 설립된 동 은행 외국부에 이관되었다.

63) 원문은 ‘제일(第一)의 방법과 똑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 원문에는 ‘the same objectives’로 되어
있어 의역한 것으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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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법에 부수된 보고 중에는 사태가 좀 더 안정되고 정상화되는 후일에는 동법의 외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안정된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 다시 입안하거나 또는 별개의 외환법이
나 화폐법을 제정하여 모든 외환기구를 좀 더 체계적인 기초 위에 놓아야 한다고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사변 직전에는 좀 더 ｢합리적인｣ 외환기구 수립에의 방향으로 진전해 가는 징조가 있었
으나, 사변 후로는 사태는 다분히 2년 전의 상태로 퇴보를 거듭하여 왔다. 금융통화위원회
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근본 토대를 체계화하고 넓히는 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
나, 좀 더 안정된 체계에의 진정한 의미의 진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적
다. 현 체제는 분명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액의 자본도피 또는 외환의
남용이라는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전체 한국경제상태의 불안정성과 변태성으로 보아 가
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외환기구의 변화는 그 성격상 실험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어야 할 것
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 외환기구의 조직적이며 철저한 개조를 기도함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법 중의 관계법규를 또 다시 입안하려 하거나 포괄적인 외환법 또
는 화폐법을 제정하려 함은 시기상조다. 좀 더 안정된 사태가 확립될 때까지는 어떠한 개
변(改變)을 함에 있어서도 현존 법률체제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포하는 규칙 ‧ 규정의
형식을 종전대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인데 이 현존 법률체제야말로 포괄적인 것이
어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변경 개정시킴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융통성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논하는 몇 가지는 필자가 믿는 바 현 외환체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시사하
는 것이다. 필자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바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유
감으로 생각한다. 과도기 중 한국은행을 보좌할 외환고문을 한국재건단64)이나 UN한국민
사처65)를 통하여 보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외환에 관한 모든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의 중심기관으로 한 것은 한
국은행법의 명백한 의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규정 또는 명령
에 의해서 이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의 판단으로서는 이를 가급적 단
시일 내에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유외환의 매각은 500불까지는 재무장관의
인가를, 그 이상은 대통령의 인가를 요한다. 이와 같은 권한을 모두 금융통화위원회에 집
중시킨다면 이는 곧 통일된 조직적인 외환정책에 좀 더 공헌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권한
분리로 인한 혼동과 장애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분리를 어느 정도 조장하는
64)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 역주
65)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국제연합한국민간원조사령부 또는 재(在)
한국연군민사처(韓國聯軍民事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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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하나는 실제로 모든 한국 공유외환준비금을 한국은행이 보유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52년 3월 14일에 정부는 2,180만불의 외환을 은행에 보
유하였는데 은행 자신은 320만불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는 공유외환준비금을
정부보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척적인
것이다.
한국은행법을 기초한 당시의 기초자들의 원래 의도는 당시 환금은행에 보유되었던 모든
정부보유외환을 한국은행의 정부대상금에서 외환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한국은행
의 소유로 이전시키려는 데 있었다. 한국은행을 전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외환정책을 금
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된 이상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는 아무런 중대한 변동
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
률가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환 보유를 한국은행의 소유로 정식 이전하는 대신에 한국은행
의 장부에 정부의 명의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이유는 정당치 않다. 그러므로 나는 가급적 속히 정부의 달러화 및 기타 소유환
을 한국은행의 정부대상금에서 외환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한국은행에 매도하여
야 할 것과 정부가 이후로 취득하는 모든 외환을 마찬가지로66) 한은에 매도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것은 일개 장부기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많은 결
정적 이익을 초래할 것인바, 금융통화위원회의 외환집중권한에 편의를 주는 것이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남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율구조가 있다. 하나는 2,500 대 1의 특별 환율인
데 이것은 정부가 정부수입에 할당할 때와 해외 외교사절 및 공용으로 해외에 여행하는 자
등에 매도할 때에 적용된다. 또 6,000 대 1의 공정환율은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할 때
와 극히 소액을 해외여행자와 같은 지정구입자에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공정률은 동시에 UN군 재무처에서 군인 ‧ 군속에게 원화를 매도할 때의 교환율이기도 하
다. 달러화현금의 변동환율은 현재 약 13,500원 대 1인데 달러화표시 수표 및 어음의 공개
시장률은 약간 저율이다.67) 군표(軍票)의 공개시장률68)은 현재 약 9,500 대 1이며 또 민간
인이 보유하는 한국은행 계정 내의 달러화를 한국은행에 계정을 보유하는69) 타인에게 매
도할 때 적용되는 변동하는 ｢이체율｣은 달러화현금의 변동환율70)보다 약간 저율이다. 현
66) 원문은 ‘동양(同樣)히’ - 역주
67) 원문은 “달러화 표시환율 및 동 어음에 대하여는 약간 저율이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the
open market rate for dollar checks and drafts is slightly lower”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68) 원문은 ‘환율’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open market rate’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69) 원문은 ‘동양(同樣) 계정을 보유하는’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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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다양한 환율구조의 제거를 가능하게 함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함은 충분히
인정하여야 할 바이나, 한국이 지향해야 할 일반적 방향은 이 구조의 단순화와 현실적으로
단일환율에의 조작에 장애가 되는 현재의 각종 상이한 환율 간의 현격한 차를 좁히는 데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제1단계의 하나는 2,500 대 1의 특수환율을 공정률로
병합시키는 것일 것이다. 또 공정환율 자체를 올리기 위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공정환율은 수개월 전에 정해진 이래 발생하여 온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 환율이 비현실적이라는 증거로서 민간수입업무가 공개시장률
과 이체율로써 유리하게 영위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환율로써는 달러화에 대한 만족할 만
한 수입 수요가 없다는 것, 민간 수출은 현 공정률로써는 전혀 불리하다는 것 등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현정세하에서는 현실적인 환율을 산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으며 현
재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어떠한 ｢현실적인｣ 율(率)도 장시일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순전히 이미 하나의 허구가 된 지 오
랜 공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대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공정률을 인
상71)한다면 이것을 진정한 환율로 인정하는 한국인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에 대하여 나는 찬동할 바가 적다고
본다. 또 한국정부가 환율을 달리 정하는 것보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유엔｣ 대여금계정을 청산할 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달러화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
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공개시장률이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인위적 요소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이 현존 공정률보다는 진정한 환율에 훨씬 가깝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그
러므로 조속한 시일에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률을 현
재의 차이가 상당히 좁아지는 정도에까지 인상시킬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정확한 환율 또
는 그 귀착할 바는 재정상태가 좀 더 안정되고 민간무역이 좀 더 넓은 ｢스케일｣로써 운영
되기 시작한 후라야만 정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 한국 외환관리기구의 현저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나 기타 한국의
외환수득(收得)자는 그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도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출처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소위 ｢수출｣계정이나, ｢일반｣계정이나 또는 ｢특수｣계정에 예치하여야 할 것이
요청될 뿐이다. 이렇게 예치된 외환은 그 소유자가 면허를 받아서 수입허가품목을 수입하
70) 원문은 ‘본토불의 환율’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the greenback rate’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71) 원문은 ‘인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raising the official rate’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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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허가를 받은 비용에 사용하거나 또는 타 계정소유자에게 상
호 간에 합의를 본 가격(이체율)으로써 이체함을 소유자에게 허용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조
치가 취해져 있다. 대개의 예입외환은 예입자에 의해서 물자 수입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에 수출계정 내의 외환을 45일 이내(경우에 따라서는 75일)에 수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공정률로써 은행에 매도해야 된다. 재한외국인은 외환을 은행에 예입할 의무는 없지
만 원한다면 일반계정에 예입할 수도 있고 수출계정 보유자에게 이체할 수도 있다. 정부수
입, 기타 해외에서의 공공비용 또는 극히 한정된 금액이지만 허가를 받은 해외에서의 민간
비용 등을 위해서만 공유외환준비금을 배정 매도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도 민간 수입업
자에게는 외환을 매도하지 않는다. 달러화현금, 달러화표시 수표 및 어음, 그리고 군표에는
대규모 공개시장이 있으며, 앞의 두 종류는 한국은행의 민간 외환계정에 자유롭게 예입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를 매입한 허가받은 무역업자가 그렇게 예입한다.72) 사실상 당국에
서는 민간당사자와 외환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당사자 간의 외환거래는 이와 같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외화 및 기타 증권 또는 한국은행 장부상 달러화 채권의 매
매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데 이는 각각 수요 공급의 움직임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된
가격에 의한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 경제사정이 긴박하여서 적어도 얼마 동안 그대
로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정률을 결정함이 사실상 불가능 할 때 민간무역과 기타 외
환거래를 자유롭게 결정된 등락하는 환율에 의거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존 체제는 약
간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외환을 현 공정률로써 또는 공개시장보다 상당히 얕은 공정
률로써 당국에 매도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는 민간외환을 현재보다 일층 많이 공적 경로에
서 축출하여 다액의 밀매매조작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공적 경로를 통해서 민
간외환을 자유롭게 매도하고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한국은행에 예입된 외환의 최
종 처분의 공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현존 조치에서 이는 암암리에 인정되고 있다. 다수
국가의 외환체계에 공통된바 선택적 수속(手續)은 민간수득외환의 일부를 공정률로써 한국
은행73)에 매도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잔여는 공개시장률로써 타 당사자에게 매도하도록 되
어 있다. 이것은 만약에 이 두 율 사이에 간극이 넓으면 역시 어느 정도 실행이 곤란할 것
이며, 이것은 모든 수득외환이 현실에 맞는 공정률로써 당국에 매도되어야 하며 동률로써
당국으로부터 외환을 구입하게 되는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 같은 체계에 이르는 종국적 과
도기의 후(後) 단계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2) 원문은 “본토불 달러화 표시 수표 및 동 어음은 자유롭게 은행의 민간 외환계정에 예입할 수 있고 시장에
서 이러한 증권을 매입한 무역허가 업자가 이를 예입(預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원문
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73) 원문은 ‘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나, 영어 원문은 ‘the Bank’로서 대문자로 표시된 한국은행의 번역오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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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조직의 주요 약점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수득 입수한 다액의 외환이 한국은행
에 예치되지 않고, 그 대신에 자본도피나 수입허가품목이 아닌 사치품 밀수입의 매개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수출허가의 필요는 별개로 하고 한국은행이 수출금융을 하게 되는
결과 한국은행이 외환을 자동적으로 수득하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수출수득의 ｢포착｣
은 특별한 문제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극히 특수한 문제가 군표, 달러화현금 및 달러화
표시 수표, 동 어음의 공개시장에 의하여 야기된다. 군표와 달러화현금의 시세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표의 공개시장환율과 공정환율 간의 심대한 차이는 군표를 공
인기관 경유로 원화를 획득하는 대신 지방의 물품과 노역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토록 군인
을 부단히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 대한민국정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원화를 판매함
으로써 획득하였을 달러화 및 달러화 채권을 상실하였다.
군표에 대한 공개시장의 수요는 다수의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 하나는 한국에서는
달러화현금과 군표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데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양자가 같은 가격으
로 유통되고 있어 한국에서 군표를 매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고 일본에서 이를 달러화현
금으로 교환하여 충분한 차익을 득하여 공개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또 다시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것은 넉넉히 채산이 맞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매매는 주로 선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이것이 달러화현금이 한국으로 유입하는 가장 큰 원천의
하나인 것이다. 합법적 경로를 통한 물자 수입용으로 무역업자가 공개시장에서 이러한 달러
화현금을 매입하여 한국은행에 예치함을 허용한 것은 달러 교환으로써 생긴 근원적 ｢손실｣
의 일부가 당국에 의하여 보상된 셈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 대부분은 개인 축적으로 돌
아가고 재정면에는 하등의 이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군표에 대한 공개시장 수요 형식의
또 하나의 요인은 허가수입품목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의 교환을 꾀하여 군표를
일본으로 밀수출하고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그 물품을 밀수입하여 오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라는 데에 있다. 이 경우에는 확실히 한국은 달러화 교환에 의하여 물품을 획득은 하
나 이러한 물품은 재정상으로 보아 불급 불용한 것이고 국가수입계획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군표는 외국은행에 대한 달러화 채권으로 변하거나 한국 내에 퇴장
되어 자본도피의 또 하나의 방법을 조성하는 것이다.
군표 거래 및 이와 직접 결부되어 있는 일부 달러화현금 거래를 감소시키고 자본도피
및 기타 남용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이 상실하고 있는 외환의 재포착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목적은 아니다. 하여
간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은 군표를 매입코자 하는 한국인에 대한 자극 및 한국 내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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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를 처분코자 하는 군인에 대한 유인의 감소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이 문제는 미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행된 군표의
일본국 내 유통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 특별히 ｢한국발행｣을 별정(別定)하는 것 등으로
— 은 군표에 대한 공개시장 수요의 주요 요인을 제거할 것이며, 일본에서의 달러화현금,

물품 또는 달러화 채권으로 교환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국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
는 한국인의 군표소유에 대한 금지령 시행을 훨씬 더 엄중히 할 것을 기한다는 것이다. 다
른 유용한 방법은 공정환율을 시장환율과 차이가 없도록 인상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군
표의 공개시장률이 인하되면 군인이 군법을 위반하여 시장에서 군표를 사용하려는 자극도
미약하게 될 것이다. 뒤에서 설명하는바 등록무역업자에게 공유외환을 판매하는 기관을 창
설하는 것도 군표거래 감소에 직접 간접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밀수출입의 엄중한 단속도
또한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써 군표 및 이와 연결된 달러화현금의 거래가 격감하더라도 군표와 같
이 긴밀성은 없으나 달러화표시 수표 및 동 어음과 더불어 다액의 달러화현금이 공개시장
에 유입될 것이다. 유입될 달러화 공급량을 최대 한도로 한은에 집중시킬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할 것이며, 집중된 이들 달러화의 최종적 처분은 한국은행의 공적 관리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합법적 수입수요뿐 아니라 재산도피 및 밀수출입수요가 혼합된 시장환율은 합법적
수입수요만을 반영하는 이체환율보다 고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확실히 이행키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잠시 체류의 목적으로 내한한 상선원(商船員) 및 여행자가 가지고 온 달러화현금
의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히 공개시장에서 매각되고 있는데 이는 달러화를 매각하려면 우선
한국은행의 구좌에 예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백한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현
공정환율로써 한국은행에 매각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화와 원화의 교환에는 공정하며 효과적인 용이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방면에서
입국하는 선원 혹은 여행자에게 소지 달러화와 교환하여 수개월의 유효기한부 달러화증명
서를 교부하는 것도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이 증명서는 자유롭게 공개시장
에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구입자에 의해서 한국은행 내 수출계정에 예치할 수도 있
을 것이나 기한 내에 예입되지 않으면 공정환율로써 원화로 은행에 매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입국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환하지 않은 소지 달러화를 전액 등록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한국은행은 현재 공개시장에서 자본도피 및 밀수출입수
요를 충당하고 있는 달러화의 일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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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사회사, 종교단체 및 한국인 개인, 상사 등 거주자가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급
료로 수취한 달러화 수표, 어음, 달러화현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수납자를 이끌어서 한국은
행 내 개인계정에 예치하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불법으로 매각되는 외환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개시장에서 매각된 달러화는
극소부분만이 무역업자에 의하여 예금 형식으로써 한국은행에 환입되는 것이다. 이 방향으
로의 제1보는 개인계정소유자 간의 달러화 이체를 재무부 또는 한국은행 자체에 의한 현행
특별 승인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고 되도록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계정과목의 간소
화도 고려에 두어야 할 것인데 예컨대 특수계정과 수출계정 사이의 구별을 현실에 알맞도
록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체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달러화 자금을 개
인계정 간에서 이체하는 매매자 사이에 한층 편의를 주기 위하여서는 은행이 이 점에 있어
서 예컨대 일정한 시간에 열 수 있는 시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한 시
설을 제공하는 것이 분별 있는 처사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에 관하여 왜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소유
자가 취득한 외환을 한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외국인과 재외한인의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경우에는 위 요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한인｣이라는 용어의 의미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뚜렷한 구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재외한인은 분명히 본조의 규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영구적으로 외지에 거주
하는 한인의 경우에만 본조를 실시함은 곤란하며 불가능할 것이므로 제외함이 적당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재류(在留)하는 UN의 종무원과 군인과 같은 외국인에
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한국에 영구적으로 적을 둔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대하여서는 위 요건의 실시가 특히 곤란할지도 모르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구별, 특히 영구적인 재외한인과 일시적인 재
외한인과의 구별을 명백히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현 한국외환체제의 또 하나의 결함은 현재 정부보유 달러화가 상당액에 달하고 또한 장
차 UN군대여금계정의 청산 및 정부수출로써 동 보유액이 일층 누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수입업자에게 이 외환을 방매하는 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수입업자들은
공개시장에서 달러화현금 및 달러화증권을 구입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또는 한
국은행에 계정을 가진 자로부터 달러화 자금을 사거나 또는 직접 수출을 함으로써 외환수
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보유외환은 대체로 너무 엄격하게 보유되어 있
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있어서 이들 외환을 유효 적절히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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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는 물론 개인무역의 장려를 위하여서나 또는 수입 이외의 승인된 경비지출에 충당
하기 위해서도 정부보유 달러화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져야 함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1불 대 6,000원의 정부환산율로 판매한다면 이 정부보유외환을 비현실적인 저가로 처분
함을 의미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수입업자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이익을 제공하며, 타
방법에 의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반인플레이션 효과밖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특수문제가 제
기되는 것이다.
당국에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일정한 가격으로 정부보유외환을
판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그것을 당국자가 원치 않음은 명백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정부보유 외환율이 그 수준에 이동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현재의 인위적인 정부율을 유지하는 한편 최고 경매입찰자에게 정기
적으로 외환을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 것이다. 경매제도는 1949년 말기 및 1950년
초기에 일시 한국에서 사용되었고,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적당한 보호로써 정당하게 조직되면 변동기간 중 현실의 판매가격을 시장수요에 의
하여 규정토록 하는 단순하고 현실적인 외환분배방법인 것이다. 1949~50년간의 약간 불만
족한 한국의 경매제도가 앞으로의 필요한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잘 조직된 경매제도
가 앞으로의 필요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정부외환의 시장판매에 대한 어떠한 제도가 종국적으로 결정되든 간에 이 판매와 수입
허가 및 전체 수입계획과의 긴밀한 통합에 대한 용의주도한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하다. 인
가무역업자의 수를 현재 수는(약 250) 매우 적으므로 확대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
국은행은 일반 민간과의 외환업무를 일반은행에 이양하고 주로 외환의 유일한 관리자의 역
할만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최근 각 방면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 제의는 한국은
행법이 기초된 약 2년 전에 고려되었으나 외환거래 업무량이 비교적 적고 또 일반은행 측
이 이 방면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변태적인 외환업무 상태를 고려하여 각하되었다. 과거 2
년간 이 결정을 번복74)함이 좋다는 것을 표시할 만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전보다 오늘날 일층 유효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국적 견지에서 외환업무를 일반
은행에 이양함은 순서일 것인데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됨
은 물론이다.
한국외환체제에는 여기서 검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면이 있다. 한국은행의 외국무역
업자에 대한 대부는 동경지점의 업무와 함께 특히 수입업자에 대한 외화(달러화) 선대(先
74) 원문은 ‘반복(反覆)’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reversal’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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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는 용의주도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으로써 장차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을 보좌할 만한 자격이 있는 외환고문 보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초의 권고를
충분히 말한바 된다.

조사 및 통계 사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건전한 통화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확하고
상세한 경제 및 통계상 자료와 전문적인 경제적 조언이 중요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은
행법 제36조~38조는 한은 내에 조사부의 설치를 명백히 규정하고 이에 위에서 말한 제 필
요업무를 담당케 하고 경제문제에 관하여 대중계몽을 촉진시키고 통계사무를 개량하는 임
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부는 또한 타 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의하여 그 직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라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조사부는 조사월보를 발간하고, 한은의 연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게 되어 있다. 조사
부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는 표결권 없는 상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 참석할 권한
이 부여되어 있다.
물론 조사부 사업은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파탄되었지만 1951년 3월 조사부는 귀중한
조사월보를 속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퍽 적절한 사업인 한국은행의 제1차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게 되었다. 전쟁 중의 암흑 시에도 조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다대한 원조를 주는 하나의 근원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 과업의 효과적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막심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받아 오게 된 것이다.
신빙할 수 있는 물가 ‧ 노임지수의 산출, 국민소득, 국제수지, 생산 등을 비롯한 새로운
통계체제의 구성 또한 일반적으로 조사활동과 통계사무의 확대 개선 등을 위해서는 조사부
에 기술직원과 보조직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초미의 급무인 것이다. 이 방면에 있
어서 훈련된 한국인 기술자의 수효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
래에 다수의 UNKRA75)와 UNCACK의 특수 전문가들이 경제 ‧ 통계의 고문의 임무를 띠고
한국은행에서 일하게 될 것이 요망된다. 이와 동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은행이 6개월 내
지 1개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전도유망한 청년을 그의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더욱
많은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액의 달
러화는 유효히 사용되는 것이다.
조사부가 당면한 또 하나의 장애는 각 시중은행 및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신
빙할 수 있고 또한 충분히 상세한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점이다. 건전한
75)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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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정책의 수립과 그의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은행보고의 이러한 결함은 특히 숙고
를 요하는 문제이며, 또한 이들 보고의 불완전은 금융통화위원회와 조사부뿐 아니라 은행
감독부에 대하여도 곤란을 주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38조를 준수하여
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중은행의 의무를 상세히 망라한 일반은행법이 시행된다면 틀림없이 이 방면에서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은 그 은행 측의 비협조적 태도
와 동시에 조사 및 계리담당직원의 제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들 직
원을 보강하는 단계가 도래할 것이 희망되는데 이것은 한은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고 세밀
정확한 보고서의 획득이라는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결점을 개선한다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조선은행의 최종청산
1950년 2월 및 3월중에 필자와 젠센씨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금융 개혁에 관한 건의
중에서 당시 존재하였던 중앙은행(조선은행)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며, 또 신중앙은행(한국
은행)이 이와 동시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의한바 있었다.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의 발행고
시재 및 가치가 확실한 기타 확정부채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명기한 시재 자산상태에 대응
하여 채무를 인수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은행은 마찬가지로 명기된 자산을 한
국은행에 이양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부채는 그가 취득
할 자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므로 동 차액을 한국은행 장부상에서 정부대상금 계정에 추가
함으로써 보전하기로 건의되었던 것이다. 이양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는
청산을 규제하는 법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일체의 기록 및 계산과 함께 정당한 청산대행
기관에 이양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건의의 주된 이유는 일본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조선은행은 1945년 9월 이전
에 여전히 장부상에 남아있는 조선영토 이외의 제 단체에 대한 거액의 채무와 채권을 인수
하였으며 또 이에 더하여 동 조선은행은 그 장부상에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채무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서 조선은행의 자산은 어떤 장래시일
에 해방 전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구속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또 관계채권자는 동
은행의 자산상에 강제집행을 단행함으로써 그 채권확보를 기도할지도 모르겠다는 적어도
이론상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한미 양측의 법률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가능
성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조선은행이 정식으로 청산되어 신중앙은행이 설립된다면
현재 및 장래의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러한 채권청구와는 격리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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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고 의심스럽고 가치 없는 성격을 띤 과목
(주24)

을 일신한 대차대조표를 갖고서 그 업무를 시작하였으되, 조선은행은 지금까지 정식으

로 청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중앙은행에 인계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를 처리할
청산대행기관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산은 한국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당초에 이해한 바이며 또 기대한 바이었다. 이 이상 더 지연하는 데
대하여 필자가 알지 못하는 몇몇 특별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
에 제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우리들 본래의 건의를 촉진한바 제반 고려에
비추어 최종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 조선은행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
므로 그 조속한 청산은 경우의 여하를 막론하고 선량한 재정상 관리문제인 것이다.
(주24)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조선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이양함에서 발생한 자산 부족은 우리
가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대상금계정의 자산면에 차기(借記)함으로서가 아니라 동액의 ｢조선
은행계정｣이라는 일종의 특별한 계정을 신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산면에 설립함으로써
조정되었다.

원조물자특별예치금 및 관계원조계정의 처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금융문제의 하나는 한국은행 장부상에 있어서
의 원조물자특별예치금과 그 관계계정의 완전한 처리이다. 원조물자특별예치금(이하 특별
예치금)은 일시 많은 한국은행가와 정부공무원에 의하여 장기부흥사업 융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방된 비｢인플레이션｣적 예비자금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본 논고의 목적은 이 견해가 잘못된 견해76)이며 특별예치금의 가장 현명한 사용은 타 관계
원조계정과 더불어 조속히 장부상에서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948년 10월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경제원조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부는 1949년
초 이래 미국정부로부터의 정기적인 통고에 의하여 반입77)된 원조물자와 노역(1951년 4월
UNCACK에 이양된 ECA자금으로써 획득된 분을 제외한)에 대한 달러화금액을 당시의 쌍방
협정 원달러환산율에 의한 원화액으로 특별예치금에 예치하여 왔다. 그 절차는 먼저 한국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외자매입대상금)에 의하여 소요 원화를 차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
에서 설명한바 통고와 ECA 공급물자 매상대금의 실지 회수 간의 시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과 또한 그간에 있어서 타 방법에 의한 특별예치금의 대충(代充)의 도리가 전혀78) 없
76) 원문은 ‘유견(謬見)’ - 역주
77) 원문은 ‘양륙(揚陸)’ - 역주
78) 원문은 ‘전연(全然)’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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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는 까닭으로 인한 단순한 장부상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공급물자의 실지 매상대금은 ECA
원조매상금계정에 예치되며, 동 예치금은 실지에 있어서 먼저 특별예치금에 예치케 된 차
입금에 대한 상환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조물자 매상금이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의
하여 수시로 외자매입대상금 상환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2월 18일부터이었고, 그
때까지의 ECA 원조물자 매상금으로부터의 유일한 인출은 외자관리청의 원조물자 취급을
위한 경비 지불뿐이었다. 1952년 3월 22일까지의 본 계정의 총입금, 즉 원조물자 대금 회
수총액은 1,774억원에 달하였으며 총지출액은 1,504억원에 달하여 27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총지출액 중 1,150억원은 외자 매입대상금 상환에(동 대상금 미상환잔액 918억원),
254억원은 외자관리청 운영경비에 각각 충당되었고 나머지 100억원은 타 계정에 대체되었
다. 특별예치금에 예치된 원화는 ECA의 현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출된 소액을 공
제한 후는 원칙적으로 한국정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원조협정은 동 자금이 미국원조대표
(미국대사관)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ECA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시작된 1949년 초에 있어서는 원조물자 매상대금 회수액은
예상되던 정부의 적자를 훨씬 초과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예치금은 그 적자로 말미암은 인
플레이션 영향을 제어(또는 적자자금을 직접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적 영향을 초
래함이 없이 특별부흥사업에 대한 원화자금을 조달함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과연 위와 같은 가정하에 있어서 만일
그 초과액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업자금으로 방출되지 않았더라면 통화의 공급은 감
축되었을 것이며 디플레이션적 저압(低壓)을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예기한 바
와는 훨씬 다르게 진전되었다. 즉 정부재정적자와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서 시
중은행대출의 순증가를 가산한 이 재정적자는 1949년, 1950년 그리고 1951년에 있어서도
(주25)

대부분 계속적으로 원조물자매상대금 순회수액

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순회수액은 특별예치금계정에 실제 예치되고 있던 금액보다도 상당액이 부족되었다.
이같은 실정하에 있어서 실지회수액은 단지 적자재정과 시중은행대출 증가에 의한 인플레
이션 조장을 다소 제어하는 데 공헌하였을 뿐 결국 인플레이션적 영향 없이 특별한 부흥사
업을 위하여 방출할 수 있는 특별예치금 여유액을 가져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
상과 같은 실정하에서의 특별예치금의 해제는 오히려 통화공급만을 증가시켰을 것이며 또
한 인플레이션을 앙진시켰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경상적 재정적자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에도 특별예금 해제를 강요하지 않았으니, 정부는 특별예치금의 해제와는 달리 그 해
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라는 자유
로운 문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6월 30일 현재에 있어 ECA 운영경비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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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약 60억원의 소액 해제를 별도로 하고는 특별예금의 해제는 부흥사업을 위한
105억원(95억원은 1950년 5월, 10억원은 1952년 1월)에 불과하다.
(주25) 순회수액 = 총회수에서 운영비지출액을 차감한 것

이에 기억하여야 할 근본문제는 특별예치금 또는 좀 더 명확히 설명해서 오늘까지의 원
조물자 판매에 의한 실지 대금회수액에 해당하는 특별예치금은 ｢이미 그 자체의 목적을 위
하여 봉사｣하였으며 이미 ｢이용된｣ 자금이라는 그 사실이다. 그것은 ECA원조 발족 이래
야기된 정부적자(그리고 시중은행 신용창출79)의 확대)가 갖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불과 일
부분을 상쇄하는 그것의 기능을 이미 소진한 것이니 그 판매회수대금은 이중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비인플레이션적 융자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마술적인
예비금은 아닌 것이며, 단순한 장부상 계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 계정의 ｢해제｣는 한은으
로부터의 정부차입금과 같이 단순히 통화팽창을 의미할 뿐이다. 즉 통화의 증가는 일면 다
른 부채항목(특별예치금)의 동액의 감소와 타면 자산항목(정부대상금)의 동액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장부상에 본 자금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정부예산을 떠나서
언제나 사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인플레이션적 부흥융자의 자원이 여기에 있는 것과도 같
은 잘못된 상상80)을 존속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그리고 기타 이유(건전
한 회계경리를 포함하여)로 말미암아 특별예치금은 가까운 장래에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별예치금은 구ECA물자(SEC 물자에 관해서는 다음에 별도 취급)에 관한 최후의 통고
와 원화예치가 되었으므로 최고액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매입대상금도 이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ECA물자 판매에 따르는 최후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예컨대 1952년 3월 22일 현재 약 150억원의 외자어음81)
이 미수로 되어 있으며 창고에는 아직도 판매되지 않은 구ECA물자가 수백만불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추측컨대 이후 회수액은 현재 원조물자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과 더불어 외자
매입대상금 잔액 청산에 사용될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조작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만일
극히 소액의 외자매입대상금이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예치금은 거의 대부분 순회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충자금과 그의 자매계정인 외자매입대상금 및 원조물자매상금계정을 청산함에
79) 원문은 ‘신용조출(信用造出)’ - 역주
80) 원문은 ‘유상(謬想)’ - 역주
81) 원문은 ‘외자수형(外資手形)’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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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실시될 정확한 절차는 그 청산의 시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만일 그 청산이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최후 회수가 끝나기 전에 취해진
다면 – 필자는 그렇게 하여도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 먼저 특별예치금
은 외자매입대상금 잔액을 결제하고 다음에 한은의 정부 일반회계 대상금 결제에 충당할
것이다. 그 후에 구ECA물자 매상대금 잔액이 회수되면 그는 직접 일반회계 대상금 결제에
충당하든가 또는 세출에 충당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취급되어 마땅히 일반회계 세
입계정에 직접 예치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반대로 만일 이상 청산이 모든
ECA대금 회수 완료 후(그리고 이러한 전체 회수액으로 외자매입대상금을 결제한 후)에 취
해질 것 같으면 나머지 절차는 아직 미결제된 외자매입대상금 잔고를 청산하고 그 다음 일
반회계 대상금을 결제하는 데 충당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하던 간에 결국에 있
어서는 구ECA원조물자에 관련되는 세 가지 계정은 전부 한은장부상에서 제거될 것이며,
대부분의 특별예치금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청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상은 특별예치금을 청산하는 정당한 방법일 것이다. 즉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ECA물자 매
상대금 회수액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회수대금으로써 직접 조달될 수 있었
던, 한국은행에서 조달된 정부적자에 대한 상쇄부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SEC물자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ECA원조자금 중 미사용액으로서 1951년 4월
UNCACK에 인계된 금액으로 구입된 원조물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물자도 역시 경제원조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구ECA원조물자에 있어서와 같이 대충자금제도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
다. 그러나 그 금액은 구ECA물자 특별예치금과 합산 정리하지 않고 SEC 물자가 한국에 대
량으로 입하되기 시작한 직후인 1951년 12월 초에 별도 계정으로 한국은행 장부상에 설치
돼 있으며 그 경리제도는 구ECA물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즉 정부는 SEC 도착 물자의
달러화 가격의 통고를 받으면 공정환율에 의한 원화 해당 금액을 한은에 있는 SEC물자 특
별예치금계정에 예치하게 되는데, 그 원화액은 SEC물자 매입대상금에서 차입하게 된다.
SEC물자가 판매되면 그 실제 판매대금82)은 한은의 SEC물자 매상금계정에 예치되며, 동 계
정은 주기적으로 SEC물자 매입대상금 상환에 충당된다. 1952년 3월 22일까지의 SEC물자
매상금계정 총입금은 555억원에 달하는바, 그 중 300억원은 SEC물자 대상금 상환에 충당
되었다.
SEC계획은 비교적 단시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이미 판매된 분 중에서 미회수액은 1952
년 3월 22일 현재 10억원에 불과하다. 도착된 SEC물자의 대부분은 거의 판매되었으며 약
500만불의 SEC물자만이 지금부터 입하될 것으로 되어 있다. SEC특별예치금 역시 최고액에
82) 원문은 ‘판매대전(販賣代錢)’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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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후에는 한은장부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 예치금 또는 SEC물자 판매에 의한 실지
회수액은 이미 인플레이션적 영향을 상쇄하는 면의 역할을 끝낸 것이며, 그 자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예치금을 제거함에
있어서의 방법은 상술한바 구ECA물자 특별예치금의 경우와 같다. 그 제거를 위한 절차는
그것이 SEC물자 판매대금 회수 완료 전에 취해지든지 또는 후에 취해지든지를 막론하고,
그 결과는 다 같이 모든 SEC 세 가지 계정의 장부상으로부터의 제거와 SEC물자 판매회수
대금에 상당하는 정부 일반회계 대상금의 청산이 될 것이다.
한은장부에는 또 하나 민간물자계정이라는 것이 있는바, 1952년 3월 22일 현재 동 잔고
는 156억원에 불과한바, 이것은 1948년 12월 15일까지의 군정시에 한국에 도입된 GARIO
A83)물자 판매대금 순회수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1948년 9월 11일자 제1차 재산협정규정에
의하여 본 계정은 한국에 귀속되었으나 지출에는 미국 측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다. 과
거 수년간 본 계정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으며 단지 관리를 위한 소액의 경비지출과 이전
판매된 것으로써 장기간 연체분의 회수가 간혹 수납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도 아직 미회
수액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회수될 금액은 극히 소액일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는 본 계정의 잔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한은장부상에 본 계정을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 견해는 특히 현 잔고의 전부가 상당히 이전에 회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 민간물자계정도 역시 ECA물자대금의 회수액과
같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계정도 빠른 시기에 정부 일반회계
대상금 상환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의 모든 소액의 회수는 대
상금 상환에 직접 충당하거나 또는 세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정부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취급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약간의 장기적 문제
이 보고84)의 초점은 주로 단기적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허다한 건의가 오직 후일에 시
행될 수 있고 또 시행되어야 할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한편, 대부분의 건의는 지금부터 당
장 몇 달간에 긴급한 금융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채택하여야 할 대책에 관여하고 있
다. 그러나 본 보고를 결말지음에 이르러 장기적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일반적 고찰을 함
이 순서상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 보고서 전편(全篇)을 통하여 강조된 바와 같이 남한은 위험천만한 규모의 인플레이션
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경제는 막대한 물질적 손해와 파괴 및 그 기본적 용역과 시
83) Government Aid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 역주
84) 원문은 ‘각서(覺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원문 ‘memorandum’의 번역 오류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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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괴멸에 직면하여 또 다시 재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요인은 허다한 경제문제와 아울러 금융 면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안전히
기도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하여 결정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요소는 경제 및 금융 재
편성을 위한 지나치게 야심적인 계획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에
있는 금융에 관한 건의는 이상의 고려를 명심하고 제출된 것이다. 허다한 대책을 가까운
장래에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기타의 대책은 더 안정된 금융경제상태가 달성될 때까
지 응당 연기되어야 하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을 때 또는 억제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금융상태를 강화
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하나로는 현 원화권을 새로
설정한 통화의 비교적 소액의 단위로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 통화개혁이 적절한 것으로 보
인다. 동시에 공정환율을 달러화를 기준하여 유지할 가망이 더 많은 수준에다 더 확정적으
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관리기구는 더 조직적인 기초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
정절차를 현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대부에 관련한 은행법의 약간 부분은 새로운 사태
에 비추어 재기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권 발행에 대한 법정준비금을 결정하는 데 관하
여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단, 필자는 헤아릴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절
차가 과연 필요한가 또는 실행 가능한가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비인플레이션 자
원에서 획득한 자금을 기초로 운영하는 장기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하여는 고려할 바가 있
다. 영세저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권시장의 발전을 고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책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정지될 수 있을 때까
지 마땅히 연기되어야 하거나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이 당면한 기본적인 장기적 경제문제는 새로운 누진적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고
절실히 요구되는 재건 및 개발계획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계획을 재
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다. 재건과 개발경비를 염출
(捻出)85)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을 통화창조에서가 아니라 조세 및 기타 세입, 장기저축성
예금, 채권매상대금 및 기타 대중에 대한 채권의 매상대금을 포함한 진정한 비인플레이션
자원에 의하여 염출(捻出)할 온갖 기도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한국과 같이 재건과 개발 수
요가 막대하나 저축과 대중의 담세능력이 근소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계획의 실시는 적어도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조는 비
단 한국의 시설을 실질적으로 재건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설비, 기계 및 산업자재를 공급할
85) 필요한 비용 등을 어렵게 걷거나 모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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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중에 판매하여 재건사업에 관련된 현지노무 및 원료에 관한 경비지출에 필
요한 한국통화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소비품도 역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적당히 균형된 충분한 외국원조가 도래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외국원
조 배정액이 얼마나 큰지에 상관없이 이 나라의 책임 있는 관계당국자는 있을 수 있는 시
련에 직면하여 최대한의 집무기강과 경륜을 힘써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한정된 자원 내에서 총괄적인 재건 및 개발계획에 합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인플레이션 경향의 위험을 최소한도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 어
본 보고에 있는 허다한 각종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개정을 시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
법의 약간 부분은 후일에 적당히 재기초되어야 할지도 모를 것이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가
까운 장래에는 어떠한 종류의 수정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필요한 바는 동
법의 한충 강력한 적용과 동법에 구체화한 제 규정과 원칙을 더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에 포함된 대부분의 건의는 궁극적으로는86) 바로 그 점에 귀일(歸
一)하는 것이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금융상태에 비추어 각종의 규정
을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명백한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신용정책에 있어서 본인은 은행법에 구체화한 원칙에 의거하여 행위하지 못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등의 근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특히 지금부터 즉시 닥쳐올 수개월간에 금융통화
위원회가 민간차입자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 확장을 억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신용정책을
수행하고 현재의 과도한 자금계획을 포기하여야 할 것을 필자는 이 보고에서 강력히 건의
하였다. 그러한 대부의 계속적인 급속한 확장에 의하여 조성된 위협이야말로, 필자의 판단
에 의하면 모든 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유일한 문제이며, 그리하여 여기 건의된
바 적절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절실히 희망하는 바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타의 건
의, 예를 들면 은행법의 시행, 귀속주의 불하 및 기타 가지가지의 건의가 가까운 장래에 실
시에 옮겨져서, 본인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하여서이지만, 남한 금융제도 및 경제 전반에 막
대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을 절실히 염원하는 바이다.

86) 원문은 ‘궁극(窮極)하는 바’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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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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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생산기관

Dr. Arthur I. Bloomfield

생산시기

1956년 11월 30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전자도서관(관리번호: 090 K84r)

Bloomfield 박사가 6.25전쟁 이후 1956년의 한국의 경제 ‧ 금융상황을 개관하면서 통화정책
및 금융 현안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이 자료의 원문은 입수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1965년 한국은행 조사부가
Bloomfield 박사와 Jensen의 보고서(총 7편)를 엮어 단행본으로 발간한 도서(｢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1965.10)에서 해당
자료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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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
1956년 11월 30일, 서울
유엔군 사령부 경제조정관 Mr. William E. Warne,
한국은행 총재 김유택 귀하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제협력처(ICA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대표하는 자문관
(consultant)으로서 서울을 방문한 한 달 동안 작성했던 ｢한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가 본 대로의 통화 및
금융 상황에 관한 느낌을 기술하고, 향후 한국 당국에 어느 정도 도움과 지침이 되기를 희
망하는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력한 반인플레이션을 지배적 기조로 하고 있고 그간 추진해왔던 일부 부
적절해 보이는 금융정책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제가 한국 정책당국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커다란 어려움이나 또는 그 목적 달성을 위
해 기울이고 있는 인상적인 노력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
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저는 많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권고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권고사항 중 많은 것들을 보다 세부적,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조속히 상근 ICA고문을 채용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도움과 친절에 대하여 경제조정관님과 총
재님 그리고 훌륭한 직원 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보고서의 준비
에 필요한 기초 통계 및 사실 자료의 대부분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귀중한 도움을 주신
한국은행 신병현 조사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서 아이. 블룸필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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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 상황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1956년 11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상황은 1951~1952년
암울했던 전쟁 시기에 한국을 마지막으로 공식 방문했던 필자와 같은 외부 관찰자에게 많
은 부분에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1)
1953년 중반의 휴전 이후 파괴적 전쟁으로 인한 실물부문의 황폐와 경제적 혼란을 복구
하고 생산과 소비 수준을 높이며 국민의 정상적 경제생활을 회복함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
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전반적 기반시설은 주택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949
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송, 전력시설 및 통신과 같은 일부 중요 부문
에서는 그 생산능력이 사실상 194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은 평균적으로
전쟁 전의 수치를 상당히 상회하였으며 특히 섬유, 석탄, 시멘트 및 소금과 같은 분야에선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농업생산은 날씨가 변덕스러웠고 전체적으로 산업생산
의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194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전쟁기간 중
급격하게 감소했던 실질국민총생산은 이제 1949년보다 약 15퍼센트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
니다.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은 1949년부터 1956년 사이 약 170만명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1949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전쟁 피난민 중 대
부분은 재정착했으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재건,
복구 및 긴급구호의 단계는 이제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5년 후반부터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한국에 고질적이던 급진적 인플레이션을 완화
시킴에 있어 몇 가지 기대할 만한 진전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 10월 31
일까지 1년 동안 서울의 도매물가지수는 그 전년도의 61퍼센트에 비해 22퍼센트2)상승했습
니다. 하지만 통화공급량은 195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46퍼센트 증가함으로써 그 전
년도의 50퍼센트 증가에서 미세한 감소를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1956년 초반 이후에
는 통화공급량 증가가 지금까지 17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추세의 완화는 상당 부분이 정부의 예산수지상황을 현저하게 호
전시킨 올해 크게 증가한 수입원조물자 매각대금 덕분이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에
대한 한국의 담당 공무원들의 높아진 인식을 반영한 보다 엄격해진 재정 및 통화정책이 기
여한 점도 있습니다. 물가가 과거에 비해 덜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올해 저축 및 정기예금
의 현저한 증가에서 드러나듯이 환(圜)3)화에 대한 점진적인 신뢰 회복과 적어도 암시장에
1) 이 보고서는 개인자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제협력처나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
은 아닙니다.
2) 부분적 원인인 흉작으로 인해 37퍼센트가 상승한 곡물가격을 제외하면 서울의 도매물가 상승은 11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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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달러화 환율의 안정에 대한 점진적인 신뢰 회복의 증거도 있습니다. 금융부문에서의
고무적인 또 다른 진전은 무엇보다도 공정환율을 달러당 500환으로 고정한 1955년 8월의
한미협정에 따라 이전의 복잡한 환율 및 환율통제 체계가 단순화된 것입니다.
경제 및 금융 전반에 걸친 이러한 진보적 조치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
한 것이며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총량과 국내 가용자원 간의 커다란 갭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 대폭적
인 해외(미국, UN 및 민간기구) 원조가 없었다면 그간 이루어져 온 진보가 불가능했을 것
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에 관한 모든 고려들은 한국이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외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막대하다는 것은 군사장비 및 기타 한국의 대규모 방위시설
수요를 포함하여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약 3분의 1이 해외
(거의 전부 미국)원조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용자
원과 해외원조 양자의 수치에서 한국군에게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 장비 및 여타 군수품들
(예를 들면 식량 및 연료), 즉 엄밀한 의미의 군사원조를 제외하더라도 해외원조에 대한 의
존율이 약 17퍼센트로 여전히 높습니다.4)
이에 따라 1인당 생활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국
의 민간수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즉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원조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정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생과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는 여전히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간부문 자체의 수입은 약 4억 9백만
달러, 수출은 겨우 약 2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용역 순수입 약 2천
4백만달러 충당 후)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적자의 거의 대부분은
해외경제원조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 수치가 앞에서 제한적 의미로 정의한 자립을 달성하
기 전에 메꾸어야 할 대략적인 갭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의존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면 한국의 증가하는
수입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키고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총생산을 단계적으로 늘
려 나가야 합니다. 한편 생산의 가속화 과정에는 많은 부분의 협력 행위가 요구되는데 생
산 증가에 대한 많은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
3) 1950.7.22일 한국은행권 ‘원(圓)’이 발행되다가 1953.2.15일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Ⅳ-1-7)에 따라 ‘100원=1환’으로 교환하였으며, 이후 1962.6.10일 ｢긴급통화조치법｣
에 따라 ‘10환=1원’으로 교환하였음. 이하 같음 - 역주
4) 더구나 경제원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조달된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의 약 3분의 1은 한국군의 자국통화
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로 경제원조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사업의 자국통화지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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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율의 생산적 투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원조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자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과 장비를 복구하고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성취하고 미래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자가 취해야 할 방향, 즉 투자
를 집중해야 할 부문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해외원조 도입과 국내생산의 비율, 다른 한편으로는 군의 수
요 증가와 여타 정부 서비스 및 최소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물투자 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복구와 개발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성취하려는 기대로 너무 급속히 투자를 추진하려는 시도
는 단지 현재의 인플레이션만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은 물적 자원이 제한적이고, 저축성향이 낮
으며, 기술 및 경영기법이 매우 부족한 미개발국에 엄청난 양의 필요수요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상호보완적인 한반도 북쪽지역과의 지속적
인 단절, 국내생산 연간 증가분의 거의 전부를 흡수하곤 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구증가
율,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일본과의 교역회복에 장애가 되는 일본과의 지속적인
정치적 어려움, 효율적 최대 생산에 유익하지 않은 부실경영, 정치적 편애 및 경직성을 야
기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의 대다수 국내기업에 대한 소유 및 통제의 만연으로 인하여 문제
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 달간의 짧은 서울 방문 기간 중 작성한 한국의 통화금융정책 및 개발에 관한 이 보고
서를 제출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커다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
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금융문제 모두를 자세하게 다루었
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정책은 통화 및 금융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였으며 외환 문제들은 거의
전부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신에 필자는 보다 건설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과거 1949∼50년 및 1951∼52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에서의 보다 장기적인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익숙하고 배경지식을 갖추게 된 경제 및 금융 문제 전반의 중요 부분에 집
중하고자 합니다.5) 이와 같이 제한적인 분야에서조차도 필자는 비교적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권고만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 과거의 임무 수행 결과물은 필자가 발행한 다음 2개의 보고서에 수록되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개혁｣, John
P. Jehnsen 공저(뉴욕, 1951년) 및 ｢한국의 금융에 관한 보고 및 권고｣, 한국은행 통계월보, 1952년 6월,
1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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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의 통화신용정책, 그리고 한국 금융의 구조, 행정 및 관행과 관련된 몇 가
지 중요 문제들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필자가 영광스럽게도 1950년 동료
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였던 한국의 현행 금융관계법에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 통화공급 및 금융정책
앞서 언급한 대로 물가상승률은 1955년 후반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
플레이션 속도는 여전히 불안할 정도로 빠릅니다. 지난해에 그랬듯이 20~25퍼센트 부근으
로 감소한 연간 물가상승률도 안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과거
에 이미 충분히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계속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과 장애가 되고 있으며
건전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하게도 군사시설,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많은 부문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은행대출의 급속한 팽창에 대한 강한 압력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의 일부 정부공무원, 은행원 및 기업가는 지
금까지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심각한 비용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
나, 인플레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성향을 갖는 은행신용의 팽
창을 통하여 건전한 재건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
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할 때 한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향하는 금융정책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의 논의를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
절할 것 같습니다.
a.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 한국 인플레이션의 이유들은 명확합니다. 군대와 기타
정부 수요, 소비, 민간투자 등 모든 용도를 위한 한국정부 및 국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이 국내생산과 해외원조로부터 한국경제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총량의
경상가격 가치를 초과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물가가 계속 상승해 오고 있으며 게다가 수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초과하
는 수입 압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가상승은 순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극하고 다시 물
가상승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여타 반응을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한
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부 및 민간투자 지출 총량이 정부세입, 해외원조 및 공중의 자발적
(계획된) 저축의 총액을 초과해 온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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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와 기업 부문의 초과수요는 은행신용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해 오고 있으며 이는 주로 가
파른 물가상승에 반영돼 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증가와 비교해 통화공급이 팽창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기술했고 한국과 과거 이를
경험했던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악영향이 매우 뚜렷이 나타났으므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원과 생
산적 에너지를 커다란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예를 들
어 상품과 외환의 보유)로 유도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건전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예외 없이 잘못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 의지를 약화 또는 말살시키고 해외자본의 진입 의욕을 꺾음으로써 이러
한 원천에서 나오는 경제에 이용 가능한 잠재적 자원을 감소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과 부(wealth)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이를 감내하기 힘든
광범위의 사람들에게 특히 무거운 부담을 지우며6), 이에 따라 사회적 ‧ 정치적 불안, 도덕적
회의, 노동 유인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시키고 수출 의욕을 꺾
어 놓음으로써 국가의 국제수지에 더 큰 압박을 줍니다. 인플레이션은 비효율성과 불법행
위를 조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 계획수립 및 비용계산 모두를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와 같은 그리고 다른 방
식을 통하여 건전한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7)
그러므로 한국 금융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합리적 금융안정의 틀 내에서의 재건과 개발
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총지출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용 실물자원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도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보다 잘 통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화당국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정부
및 민간투자 지출 재원은 가능한 한 조세와 여타 정기적 재정수입, 해외 원조물자 판매대
금, 비은행 민간에 대한 채권 발행, 저축 및 정기 예금으로 조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성향을 갖는 은행신용의 팽창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물자원
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의 이해가
가는 조급함에 따른 수요를 포함한, 현재 한국의 가용자원에 부과되는 많은 비정상적 수요
6)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의 농민계층은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농가에서 소비하고 경제의 통화부문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향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과는 단절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7) 어떤 조건하에서는 제한적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전을 위한 자원 동원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한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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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의 효과적 억제가 재정 및 통화당국에 실로 중대한 차원의 과제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b. 인플레이션, 통화공급량 및 은행 지급준비금 : 한국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한국의 통
화공급량, 즉 한국은행권과 공중이 보유하는 당좌예금 및 기타 요구불예금의 변화 측면에
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당한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현재의 국내생산 및 해외원조에 따라 경제가 사용할 수 있
는 상품 및 서비스 규모의 증가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통화공급은 경제의 비통
화 부문의 축소, 부(wealth)의 증가, 생산 분화의 진행 및 여타 요인들이 주어진 물가수준
에서 공중의 통화수요 증가를 수반하는 정도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
를 약간 초과하여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 성장에 따른 어느 정도의 통
화공급량 증가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습
니다. 그러나 통화공급량이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수반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한다면
단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전반적 물가상승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화공급량의 증가율은 금년 들어 그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통화수요의 증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실질국민총생산 증가율은 현재 연간 약 3퍼센트이며 경제원조물품을 더하더
라도 사용 가능한 실물자원 총량의 증가율은 아마도 이보다 크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에 더하여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여타 요인으로 인한 경상가격 기준 통화수요 증가
율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화수요의 연간 증가율(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에
서)은 5퍼센트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공급량은 이를 상당히 초과
하는 비율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최근에 증가율이 감소했음을 인정하더라
도 전반적 물가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거나 억제해야 한다면 한국의 재정 및 통화당국은 통화공급량의 증가율을 실질통화수
요의 증가율에 보다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통화공급량 변화는 주로 한국은행의 자산(주로 정부에
대한 당좌대월, 국채 ‧ 산업재건채권 ‧ 산업금융채권 보유 및 외환 보유)과 상업은행의 자산
(주로 공중과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과 정부채권 보유)이 변동된 결과입니다.8) 이러한 자
8)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국산업은행을 상업은행으로 보지 않으며, 이 은행의 대출업무
그 자체로는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출재원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
건채권 매각 및 한국산업은행 자신의 산업금융채 매각을 통하여 조달되는 한, 통화공급량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은행의 해당 채권 보유로 나타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재원을 대충자금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통
화공급량에 미치는 순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은행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상
업은행 개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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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증가하면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통화공급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한국은행의 또 다른 중요 자산)의 변동은 통
화공급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금 및 기타 자산을 확대 또는 축소하게 하거나 이를 유도
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통
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서는 한국은행에 예치된 정부와 외국기관의 예금
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공중의 저축 및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금
이 증가하면 통화공급량은 감소하며, 예금이 감소하면 통화공급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통화공급 변동량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정산결과입니다.
공중으로부터의 통화회수를 수반하는 수입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은 통화공급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원조물자 판매를 통한 수입금이 대충(對充)
자금9) 및 이와 관련된 계정으로부터의 지급금을 초과하는 만큼 통화공급량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계정이 개설되어 있는 한국은행에 예
치된 정부 및 외국기관 예금의 증가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와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지
급금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에 예치된 정부 및 외국기
관 예금의 감소 추세로 나타나듯이 통화공급량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
제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미 공중으로부터 회수한 통화가 공중에게 회귀하는 것이므로
통계상 통화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간접적
의미에서 볼 때 수입된 원조물자의 판매수입금은 비록 그 대부분이 실제 재지출되었더라도
통화공급량에 중대한 수축효과를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만일 원조물자 수입금이 없
다면 현재 대충자금 및 관련 계정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지출금의 매우 큰 부분이 의심할
여지없이 그만큼 통화공급량의 팽창을 동반하는 은행신용을 통하여 조달되었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56년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의 거의 정확하게 50퍼센트가 수입
원조물자의 수입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10)
하나의 집단으로서 상업은행11)이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은행여신 증가분의 매우
큰 부분이 통화의 형태로 인출되지만 상당 부분은 증가된 예금잔고 형태로 은행에 남아 있
게 됩니다. 은행은 법률에 따라 예금 채무에 대해 소정의 최저지급준비율(한국은행 예금의
형태로12))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은 대출 및 투자에 따른 통화유출에 대
9) counterpart fund, 피 원조국이 원조 받은 물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 역주
10)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다양한 원조 계정의 실제 회계처리과정을 매우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11) 농업은행은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은행은 제외됩니다.
12) 그러나 현행 규정하에서 각 은행은 필요준비금의 25퍼센트까지 한국은행권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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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고 예금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필요준비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지급준
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음은
명확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나옵니다. 지급준비금이 한국은
행에서 나오는 것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 확실합니다.13) 그러나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대출 또는 외환의 순매수 등 한국은행이 다른 자산을 확대하면 이
에 따라 공급된 통화가 다시 은행에 예치되는 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 또한 증가시키는 경
향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중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 금액의 증가 및 한국은행에의
예치금(당연히 은행 자신의 한국은행 예치금은 제외함) 증가는 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이 통화공급 총량을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어떻게 나누어 보유하는
가는 전적으로 공중의 상대적 선호의 문제입니다.14)
<표1>은 1953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에 관한 통계입니다.15)
이 표를 보면 이러한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은행 자신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통계상으로 은행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
인들(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정부채 및 정부 당좌대월)의 총액이 훨씬 더 크기는
했지만 이들 요인으로 인한 실제 증가분은 아마 더 작았을 것인데, 이는 이러한 경로로 창
출된 통화는 상당 부분 은행에 예치되지 않고 그 대신 현금유통액(통계상 지급준비금을 감
소시키는 주된 요인임)의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확보한 지급준비금
의 매우 큰 부분이 은행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현금 형태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덧붙일 필
요는 없을 것입니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은 거의 전부가 엄밀한 의미의 재할인과 대비되는 이른바 ‘어음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여신은 은행의 약속어음을 받고 행하는 대출로 구성
되어 있는데, 동 어음은 다시 은행이 대출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용증서(대부분 약속어음)에 의해 담보됩
니다. 매우 제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은행의 약속어음이 국채에 의해 담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 선호도의 변화는 독자적으로 통화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중의 선호가 현금에서 요구불예금으로 이동한다면 이 자체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킬 것이
며, 이에 따라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늘려서 통화공급을 증가시키게 할 것입니다.
15) 은행의 지급준비금 총액(즉 한국은행에 예치한 예금과 보유현금의 총액)은 항상 한국은행의 총자산에서 한
국은행의 총부채(지급준비금을 구성하는 2가지 항목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술
적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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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

1953. 3
6
9
12
1954. 3
6
9
12
1955. 3
6
9
12
1956. 1
2
3
4
5
6
7
8
9
10

기간 말

<표1>

2.8
2.0
2.4
3.2
4.3
5.1
5.3
5.9
6.7
5.6
18.9
15.2
15.5
13.0
18.5
15.8
15.9
17.8
13.2
19.4
17.3
17.3

모든
은행의
한국은행
예금

0.5
0.7
0.9
0.8
1.3
1.3
2.1
1.7
3.0
1.9
2.5
3.6
2.8
2.3
4.6
4.4
4.5
4.6
3.3
3.4
4.0
3.9

모든
은행의
보유 한국
은행권

3.3
2.7
3.3
4.0
5.7
6.3
7.4
7.6
9.7
7.5
21.4
18.9
18.3
15.3
23.1
20.1
20.4
22.3
16.5
22.8
21.2
21.1

모든
은행의 지급
준비금
총액

6.1
6.5
9.1
11.5
9.7
22.2
23.4
31.1
27.0
26.0
40.3
52.7
54.1
47.5
44.3
43.7
37.0
27.7
20.3
15.1
15.9
16.7

예금
6.3
7.2
8.9
11.5
11.9
5.8
7.9
10.2
11.7
14.8
16.5
16.2
11.9
11.8
13.1
11.9
20.0
28.3
29.5
34.4
33.9
34.8

한국은행의
정부
모든
당좌대월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정부의
대출금
한국은행

0.1
0.3
0.2
0.1
5.1
6.4
7.1
7.1
8.6
9.8
17.7
17.7
17.7
17.7
19.5
19.5
19.5
19.5
19.5
25.5
25.5
25.5

한국은행
보유
정부채권

1.6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4.0
4.0

한국은행
보유
산업금융
채권

0.4
0.6
1.0
1.3
2.1
1.8
1.6
1.5
1.4
6.2
3.7
2.2
0.5
1.5
2.4
3.5
4.6
10.9
11.3
11.8
12.6
13.0
1.8
2.0
2.2
2.6
2.1
2.2
1.7
1.0
0.9
2.0
1.9
1.4
1.1
1.1
1.0
0.4
0.4
0.4
0.4
0.4
0.3
0.3

한국은행의
민간 및
한국은행의
정부대행
외환 순매수
기관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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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2
0.4
1.0
1.0
0.4
1.4
2.9
10.9
8.9
12.6
12.8
10.3
11.4
11.7
11.1
6.6
7.2
12.3
11.9
14.6

10.0
12.3
17.3
22.3
24.2
30.4
33.5
40.0
35.8
40.6
49.2
58.8
54.8
55.5
49.8
50.1
53.4
54.4
53.1
55.0
60.9
59.8

모든
외국기관의
은행
한국은행
외부의 한국
예금
은행권
(감소요인)
(감소요인)

-1.3
-1.3
-0.5
-0.2
-0.1
-0.7
-0.5
-2.0
-2.9
-1.8
-2.5
-1.9
-1.4
-0.3
2.0
0.9
1.4
-5.6
-6.1
1.0
1.8
1.2

기타
모든
요인

(단위 : 10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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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든 은행의 지급준비금 총액이
그 은행의 한국은행 차입금 잔액보다 거의 언제나, 그것도 대개 상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 자신의 대출재원을 조달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지급준비금을 유지함에
있어 중앙은행 여신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또한 최근 몇 년간 은행의 한국은행 차입금에 대한 은행대출(재건은행(Reconstruction
Bank)의 대출은 제외함)의 비율이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
고 있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c.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 통화공급량과 은행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하여 앞에서 검토한 바로부터, 통화공급량의 모든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한국은행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업무들은 통화공급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은행의 지
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은행의 대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이 통화공급의 과다 팽창에 대해 오직 한국은행에만 ‘책임
있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통화공급 팽창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이
해와 그러한 팽창에 대한 적절한 ‘책임’ 귀속을 위하여 이러한 부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분담하는 역할을 주의 깊게 구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통화창출 중 아주 큰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은 실제상으로는 통제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적자를 일으키면 이를 한국은행의 당좌대월 또는 한국은
행에 대한 국채 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은 사실상 필요한 자금을 정부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자금조달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정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러
한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지양하도록 설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다른 가용수단이 없다면 한국은행은 정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업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자신의 산업재건채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거
나, 한국산업은행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자신의 산업금융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정부의 바람을 수용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은
행이 과거 다양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실행해야만 했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16) 아래
에서 통계상으로 나타나듯이 이러한 다양한 항목들 모두가 통화공급의 총증가분 중 상당히

16) 하지만 1956년 4월 이후 이러한 대출은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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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17) 이러한 증가에 대한 책임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 자신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책무, 즉 이 보고서의 주된 관심사인 엄밀한 의미의 통화정책에 대한
책무는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신용통제권한을 통하여 통화공급에 있어 한국은행이 통제
가능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상업은행의 대출 및 기타 여신 업무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화공급 부분을 말합니다. 한국은
행은 법률에 따라 은행에 대한 자신의 대출총량을 통제하고 필요한 기타 신용통제수단을
사용하여 금융안정에 유익한 방식으로 은행의 대출 및 여신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
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조차도 한국은행이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입
니다. 비록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상업은행 대출의 상당부분은 사실 진정한 의미
에서 ‘민간(private)’ 부문이 아니라 예산 밖에서 운영되는 정부소유기업(이들 기업 중 일부
는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 탓도 있어 큰 적자상태
로 운영됨), 정부대행기관18), 기타 정부 후원 사업 및 지방정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상업은행(우연히도 이들 중 3개 은행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음)19)은 종종 정부의 지시
나 압력으로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국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은행은 종종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갈 수밖에 없으
며, 한국은행은 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한국
은행이 중앙은행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기술적
으로 그 통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조차도 통화정책20)은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
으므로 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화공급 팽창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아
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화공급 증가분에 대한 경제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별 기
여도,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은행시스템으로부터의 정부차입금(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제를
거의 가할 수 없음)으로 인한 통화공급 증가 부분과 ‘민간’차입금(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
17) 더구나 현행의 제도하에서 한국은행은 매입 의뢰되는 모든 외환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외환 순매수는 실제로는 통화총량 창출에 있어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구성할 뿐입니다.
18) 1954년 3월에 정부대행기관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기관들 거의 전부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폐지에 따라 이들 대행기관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본적인 은행관계법에 있었던
다양한 특별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를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들 규정은 정부대
행기관에 대한 모든 은행대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 즉 흥업은행,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임. 조흥은행의 지배지분은 민간부문에 있으며 농업은행은 완전히 민간
소유입니다.
20) 영어 원문은 ‘Moneytary’로 되어 있으나 통화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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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통화공급 증가 부분을 통계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표2>에서는 1952년 말부터 현재까지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요인과 함께
은행시스템으로부터의 다양한 차입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한 가지 중요한 점
에서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은행시스템의 공공부
문에 대한 여신 총액에 한국은행의 산업재건채권 및 산업금융채권 매입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 통계월보의 표를 조정했으며 또한 보고서상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 총액에서 한국산
업은행의 대출을 제외했습니다.21) 이와 같이 통계월보의 표를 재조정함으로써 결코 완전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통화공급 팽창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 각각의 책임에 관
하여 보다 정확한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산업은행은 상업은행은 아니지만 한
국은행으로부터의 정부차입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금융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민간’ 부문(다수의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간
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대출은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실상 정부의 재정운용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통계월보와 달리 저는 공공부문에
대한 여신에 ‘지방정부와 그 공공기관’의 은행시스템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시켰습니다.

2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충자금으로 실행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은 통화공급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된 통화를 다시 유통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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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

13.8
18.2
25.4
30.3
36.3
45.8
50.2
58.1
58.1
65.1
75.6
93.5
95.5
97.2
90.1
98.4
103.7
99.0
101.0
101.7
104.0
109.4

통화
공급량
(1)

한국은행의
정부
기타은행
당좌대월
보유
한국은행
에서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국채
보유
정부의
보유
정부대행
(한국
1)
정부채
한국은행
산업금융채 기관 대출
산업은행
예금을
(4)
(5)
(3)
제외)
차감한
(6)
금액
(2)
0.4
1.5
0.1
6.1
0.4
1.6
0.3
6.5
0.5
1.6
0.2
9.1
0.6
1.9
0.1
11.5
0.8
1.2
5.1
9.7
1.0
1.6
6.4
22.2
1.2
0.6
7.1
23.4
1.2
0.6
7.1
31.1
1.3
1.6
8.6
27.0
1.3
0.7
2.0
9.9
26.0
1.2
0.7
2.0
17.7
40.3
1.9
0.7
2.0
17.7
52.7
1.9
0.5
2.0
17.7
54.1
2.2
0.5
2.0
17.7
47.6
2.2
0.5
2.0
19.5
44.3
2.6
2.0
19.5
43.7
2.6
2.0
19.5
37.0
2.9
2.0
19.5
27.7
3.2
2.0
19.5
20.3
3.2
2.0
25.5
15.1
3.2
4.0
25.5
15.9
3.2
4.0
25.5
16.7
1.4
1.6
1.7
1.9
3.3
0.1
0.2
0.4
0.4
0.3
0.6
0.8
0.7
0.7
0.7
0.7
0.7
0.8
1.1
1.1
0.9
0.7

(한국
산업은행
제외)
(7)

등 대출2)

지방정부

기타
은행의

9.4
10.4
13.1
17.0
20.2
31.3
32.4
40.5
38.9
40.1
62.3
75.8
76.8
70.5
69.2
68.5
61.9
52.8
46.1
46.8
49.4
50.0

0.3
0.3
0.5
0.7
0.9
0.7
1.1
0.4
0.9
1.3
1.2
0.7
0.6
0.6
0.5
0.4
0.4
0.4
0.4
0.4
0.4
0.3

6.6
9.8
13.2
15.3
14.7
16.2
18.7
22.0
25.3
33.3
35.7
37.1
37.8
40.6
41.9
45.5
56.4
59.2
62.2
63.5
72.8
74.7

기타
은행의
은행의
한국은행의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대출
총 여신
대출
(한국
(8) =
(9)
산업은행
(2)~(7)
제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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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2
13.7
16.0
15.6
16.9
19.8
22.5
26.2
34.6
36.9
37.8
38.4
41.1
42.4
45.9
53.7
59.6
62.6
63.8
73.1
75.0

0.4
0.6
1.0
1.3
2.1
1.8
1.6
1.5
1.4
6.2
3.7
2.2
0.5
1.5
2.4
3.5
4.2
10.9
11.3
11.8
12.7
13.0

2.1
2.1
2.2
2.4
2.6
3.0
3.3
3.9
4.9
5.2
7.8
7.0
7.3
8.5
13.1
10.2
9.6
13.6
10.4
9.7
15.6
12.9

0.2
0.3
0.3
0.4
1.0
1.0
0.4
1.4
2.9
10.9
8.9
12.6
12.8
10.3
11.4
11.7
11.1
6.6
7.2
12.3
11.9
14.6

-0.7
-0.5
0.1
-1.2
2.1
-0.2
0.2
-1.1
-0.6
0.2
-10.7
-2.7
-0.2
2.8
0.6
2.5
4.1
-4.1
-1.4
1.3
-3.8
-1.2

저축
외국기관의
민간부문 한국은행의
및
한국은행
총 대출
외환
정기예금
예금
기타(15)
(11) =
순매수
(감소요인) (감소요인)
(9)+(10)
(12)
(13)
(14)

(단위 10억환)

주: 1) 이 표에 포함된 거의 모든 채권은 산업재건채권이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2) 1954년 3월까지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합니다. 동 3월에 정부대행기관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대출은 더
이상 별도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해당 대출이 (10)열에 포함됩니다.

1953. 3
6
9
12
1954. 3
6
9
12
1955. 3
6
9
12
1956. 1
2
3
4
5
6
7
8
9
10

기간말

<표2>

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표2>에서 (8)열과 (11)열을 비교하면 1956년 5월 말까지 공공부문의 은행차입이 민간
부문보다 일관되게, 그것도 대개 아주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는 정부의 재정운용이 통화공급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민
간부문에 대한 여신(공식적으로 한국은행 책임)이 공공부문에 대한 여신 총액보다 큰 상태
가 되었습니다. 사실 1956년 3월 이후부터는 거액의 원조물자 판매수입금에 크게 힘입어
공공부문에 대한 은행여신 총액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통화공급에 대하여
수축효과를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약 2배에 달한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의 지속적 증가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이
는 우려를 낳는 증가율이며, 과거에 있었던 민간부문 대출의 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확대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상당한 책
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그 집행방식에 대한 면밀
한 재검토(다음 절에서 다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위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한국은행의 효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점이 또 다시 강조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러한 대출
의 상당 부분은 예산 밖에서 운영하는 정부소유기업, 정부대행기관 및 정부가 후원하는 사
업에 대한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종종 이러한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엄청난 압력하에 있으
며,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추가 여신을 통하여 사실상 이러한 대출에 대하여 자금을 공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통계월보의 표를 위와 같이 재조정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한국은행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통화공급 증가액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것에서 보건대 최근 수년 동안 발생한 통화공급의 과도한 팽창에 대하여
정부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통화동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예산 및 기타 정부정
책을 무시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몇 가지 요구되는 조치들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부
터 바로 제시될 수 있겠는데, 이것의 정책적 기본은 정부가 재정수요 전반을 충족시킴에 있
어 은행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절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조치, 예산 안팎에서 운영되는 정부소유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소유기업이 부과하는
요율 및 가격의 인상, 귀속재산의 민간부분에 대한 보다 활발한 매각, 정부채권을 공중에게
판매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22),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재원이 은행여신에 의해 조달되
는 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업무 규모에 대한 재검토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2) 1956년 8월 31일 현재 발행된 총 400억환의 정부채(국채 및 산업재건채권) 중에서 약 110억환은 은행시스
템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무역업자, 증권업자, 보험회사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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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신용정책과 그 집행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상업은행 대출 및 통화공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 온 정
책들에 대하여 검토, 평가해 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 한국은행의 정책 및 그 집행에 있어서 변
경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한국은행법은 통화정책에 관하여 한국은행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규정을 정하고 한국은
행에 통화신용의 공급, 가격 및 가용한도와 국민경제의 다양한 분야별 신용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선택적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법은 인
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시기에는 한국은행이 은행대출과 통화공급의 증가를 억제하고 이러
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
록 명백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보다 선진화된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통제수단들 중의 일부
는 이를 적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은 특별히 자국 금융환경의 특
성에 부합하는 특별한 신용통제수단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추구한 통화정책과 그 집행수단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자체가 충분히 억제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은행의 대출은 지난
한 해 동안 확실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전적으로 한국은행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행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은행대출의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통제수단
을 더 많이 사용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
로 사용한 통제수단이 충분히 억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실(그리고 이
것은 저의 두 번째 주요 비판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행은 지극히 복잡하고 불필요
하게 난해한 일반적, 선택적 신용통제제도를 내포해 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통제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잘못 적용해온 것으로 보입
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용수단의 상호관계와 모순적 수단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자각이 충
분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대출의 과도한 팽창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복잡한 신용통제제
도는 갑절로 변칙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선택적 신용통제를 정교하게 시도했음에
도 불구하고 대출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목적에 투입되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행정적 의미에서 덜 복잡하면
서도 동시에 최종 결과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신용통제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절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될 부분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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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 및 재할인 한도 :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신용통제수단은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한 자신의 여신에 적용하는 재할인한도
(rediscount ceiling)23)에 의하여 지지되는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도는 총액뿐 아니라 대출 및 재할인 종류별로도 정합니다. 이러한 한도 설정의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대출 총액의 증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증가분의 서로 다른 경제부문 간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복잡한 한도제의 핵심적 요소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를 위하여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 최고액에 관한 평가를 반영하고 정
교한 기준과 자료에 근거한 대출한도 설정안을 작성합니다. 이 한도 설정안은 한미공동 경
제위원회 재정분과위24)에 심의를 위해 제출되는데, 동 위원회는 이를 재무부가 제출한 한
국산업은행의 대출계획이 포함된 정부의 재정운용안과 조율하고 통화공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러한 조
정을 거친 상업은행 대출한도를 다양한 기준의 기업 종류별로 세분합니다.25) 동시에 금융
통화위원회는 상업은행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급준비
금 예상액을 지원(다른 기관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음)하는 동시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업
은행 예금고 증가에 따라 높아진 법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할인한도, 즉
상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 확대의 계획된 최대한도를 총액과 종류별로 결정합니다.
대출한도와 재할인한도 양자는 크게 3개 부문(공공, 민간 및 특별26))으로 나누어지며,
이 3개 부문별 대출 및 재할인 한도는 다시 각각 16개, 7개 및 3개의 하위한도로 나누어져
각각 다양한 기업 또는 경제 활동에 적용됩니다. 민간부문 대출한도 중 한 가지 중요한 종
류는 공식적으로 개별 상업은행에 할당되지만, 민간부문 한도의 다른 종류와 공공 및 특별
부문 한도는 개별 은행이 이들 한도의 총액 내에서 대출실행 적격을 신청하는 바에 따라
개별 건별로만 할당됩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민간부문 대출한도 중 한 종류에 속하는 모
든 대출을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이 있는 대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적격이 있는 대출과
23) 대출한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경우에 대출한도제도의 사용을 인정하는 ｢한국은행법｣ 제66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특별히 재할인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인플레이션 시기에 재할인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재할인한도’라는 용어는 사실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한국은행의 상
업은행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는 재할인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동을 피
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24) The Finance Committee of the Combined(ROK-US) Economic Board - 역주
25)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정된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26) 특별부문 한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 이는 원조물품 구입, 수출금융 및 정부와 계약한 사업자
에 대한 운전자금 공급을 위한 대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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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적격이 없는 대출의 세가지로 분류하는 대출우선순위표(loan priority schedule)에 의
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할인의 근본취지에 따라 나누어지는 한국은행 재할인 종류에
따라 만기, 이자율 및 다른 조건도 달리 정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
드는 것은 특정 요구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특정 분
기 도중에도 대출우선순위표상 다양한 하위한도 및 구성항목들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것입
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용통제의 과도한 개입 시스템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
잡한 통제망을 관리하는 데에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 직원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
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은 상업은행이 실행한 개별 대
출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업은행이 여러 종류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자금을 할당하거나 진정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데 자주성과 유연성이 지나치게 적
게 남겨져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과연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매
우 의문스럽습니다.
상업은행의 대출 확대와 한국은행의 재할인 확대에 근거하여 설정한 분기별 한도를 실
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54년 초 이후 대
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분기별 대출 및 재할인 확대가 각각의 설정된 한도에 미치지 못했습
니다.27)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가지고 볼 일만은 아닙니다. 오
히려 반대로 이 사실은 단지 한도 자체를 항상 너무 높게 설정해 왔기 때문에 실제 대출과
재할인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한도에는 달하지 못하였음을 나타
낼 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단순히 설정된 한도 자체가 진정으로 억제적인 신용통
제수단은 아니었음을 뜻할 뿐입니다. 분기별로 계획된 은행대출 증가분을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경제 내 여러 부문들 간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합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하위 한도와 대출우선순위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선택적 신용통제는 종종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 다른 많은
저개발국가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진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목
적을 위해 차입하고는 이 차입 자금을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입
자금의 궁극적 용도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선택적 통제제도에
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기 않은
활동으로 전용되거나 통화당국의 공식적인 의도대로 배분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27)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분기에 다수의 개별 하위한도가 초과되는 경우(금융통화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음)
가 빈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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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덜 복잡하고 관리 면에서 보다 단순한 선택적 통제제도가 대체로
효과적인(또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대출한도와 재할인한도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출한도가 상업은행 대출에 있어서 분기별
로 매우 완만한 증가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루어
졌을 한도 미달 수준의 증가를 유지함에 있어 진정으로 억제적인 장치라면 재할인 한도 역
시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업은행도 대출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에 필요 이상으로 준비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차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통제는 다양한 대출한도 하나만으로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한도와 이와 양립하는 재할인한도 두 가지 모두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재할인한도가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공식적인 재할인한도 제한이 없다면 상업
은행이 대출한도를 넘어 설 조짐을 보일 정도로 많은 준비자금을 차입할 것이라는 오해나
믿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할인한도가 진정으로 억제적이라면 또 다시 기술적으로 말해서 대출한도에 기
댈 필요성은 훨씬 적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
론은 한국은행 재할인이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리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재할인 확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이에 따른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에 대
한 통제는 다른 경로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상업은행이 바람직한
규모를 초과하여 자신의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적 대출한도 없이 선택적 재할인한도 하나만으로도 은행여신의 부문별 배분에 영향을 미치
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사실 중
앙은행 재할인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급준비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규모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할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
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앙은행 재할인이 지급준비금 증가의 주된 원천으로 되
어 왔습니다.
약간 불안감은 있지만, 저는 만연해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타 다른 이유로 당분간은
대출한도를 주요한 신용통제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한도 장치의 이점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제출과 함께 공동경제위원회에 분기
별로 계획된 한도를 제출함으로써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다양한 기업
및 활동에 필요한 여신 필요성에 대하여 최고위급에서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기
회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수요 및 계획에 대한 보다 양호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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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이 보다 안정화되
고 정상화된다면 대출한도 장치에서 벗어나서 그 대신 재할인정책과 지급준비율 변경을 포
함한 기타 보다 전통적인 신용통제수단에 주로 의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방식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세부사항이 훨씬
덜 복잡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방문 일정과 현행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저로
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28) 최소한 재할인한
도 및 그 하위한도의 세부적 장치는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한
도의 다양한 종류는 개별 은행이 다양한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데 대하여 보다 큰 유
연성과 자주성을 부여하면서 이를 어느 정도 적은 수의 종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방향으
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우선순위제도도 상당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런 저런 방식으로 한도제도를 훨씬 덜 번거롭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면 그 잠재적 유효성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방식의 단순화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응급적 신용통제제도를 종료시키고, 보다 안정화된 상
태로 회복됨에 따라 보다 정상적인 통화관리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길
을 열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행대출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한도를 보다 억제적
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분기별 한도는 더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실제의 대출 증가를 한도가 없을 때 발생할 규모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
니다. 그렇지만 한도를 보다 억제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과
거 진정으로 억제적인 한도 설정을 방해해 온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치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의 목적 달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 및
상업으로부터 상업은행제도가 기본적 기능으로 제공하는 단기신용에 대한 정당하고 부인
할 수 없는 필요를 빼앗아 오던 많은 수요로 인하여 은행대출의 증가가 크게 팽창되어 왔
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보다 억제적인 대
출한도를 설정함과 동시에 정당한 신용 필요를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속적 운영적자로 인해 은행여신의 불필요한 대규모 유출
을 야기해온 예산 밖의 정부기업29)이 보다 현실적인 가격과 요율을 부과하는 것, 상업은행
28) 이는 앞으로 한국은행에 오게 될 국제협력처(ICA) 자문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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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해이하고 불건전한 대출관행의 채택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
는 것, 그리고 사재기 행위, 기타 투기적 거래 혹은 공개시장에 만연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위한 은행여신의 과도한 누출30)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이 민간의 대출신청
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행여신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필요
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늘리지 못하면서 여신규모를 크게 팽창시켜 왔으며, 사업 및
상업으로부터 단기신용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필요를 빼앗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대출
한도 수준이 비록 낮더라도 정당한 단기여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은행의 능력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상업은행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장기금융으로의 은행여신 유출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발걸음일 것이며, 은행 스스로 연체대출을 회수하고 현재의 대출도 상환기한
도래 즉시 회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조치는 보다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신용정책을 위한 필수적 보완책입니다.
한국은행은 그 통제영역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세부지침과 규정 그리고 은행
감독부장의 지원조치를 통해 상업은행 여신의 낭비 및 오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은 연체대출을 회수하고, 이전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차입자
에 대한 신규 대출을 거절하며, 차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까지 그 차입금을 상환하
지 않는 때에는 대출 담보의 처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자주 지시를 받아 왔습
니다. 또한 대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이 대출신청을 심사하고 일
단 승인된 대출의 사용을 감독하는 방법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세부적인 규칙과 절차
도 규정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자금이 원래 정해진 목적에서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도록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민간 개인에 대한 천만환을
초과하는 모든 상업은행 대출과 기타 많은 종류의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전허가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아
무튼 간에 문제의 한 부분만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상업은행
의 정부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의 억제 문제는 한국은행의 유효한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
습니다.
이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외견상으로는 ‘정당한’ 은행여신 수요일지라도 때로는 과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전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나 기업
에 대한 여신 확대가 개별적으로 보면 제때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전체적 수요에 비해 물적자
29)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운영을 정부예산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할 말이 많습니다.
30) 이와 같은 과도한 누출은 사재기 등에 비정상적인 수익을 주는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주로 유발되어 왔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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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공급이 오늘날의 한국에서와 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정당한’ 은행여신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종합해서 보면 뚜렷한 생산의 확대가 아니라 단순히 더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이러한 외견상 정당한 은행여
신 수요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 생산적이며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건
전한 한 반드시 은행여신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더 심하게 은행여신이 ‘생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b. 필요 지급준비금 : 신용통제의 수단으로 대출한도와 재할인한도를 사용하는 것에 더
하여 한국은행은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법정 최저
필요 지급준비금을 인상했습니다.31) 이에 따라 1955년 8월에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을 포
함)이 이른바 ‘기타 예금’(은행의 당좌예금과 기타 요구불예금의 대부분을 구성함)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되었으며, 1955
년 10월에는 이 최저율이 다시 25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는
‘특별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최저 법정 필요 지급준비금의 증가가 없었으며 여전히 각각
30퍼센트와 10퍼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종류의 예금은 은행의 총 예금
부채 중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32)
필요 지급준비금의 인상 조치는 불필요하였으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
떤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급준비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은행대출 증가를 초래
하는 과도한 지급준비금을 묶어 놓음으로써 강력한 억제적 신용통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은행이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은행 여신에 접근하는 한국의 현재 제도여건하에
서는 필요지급준비금의 인상으로 기대되는 억제 효과는 은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급준
비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쉽게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발
생한 행태입니다. 한국은행 조치의 유일한 결과는 필요 지급준비금 규모와 은행의 한국은
행 차입금 규모 모두가 증가한 것이었으며, 기대한 은행대출에 대한 억제적 효과는 발생하
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출한도가 실제로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장치였다면 필요 지급준비
금 인상의 정당성이 훨씬 작아지거나 전혀 정당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질 수 있
을 것입니다.
31) 이 조치는 ｢한국은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것입니다. 게다가 1952년 후반부터 1953년 초반까지
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의 예금부채 증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최저 필요 지급준비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한 ｢한국은행법｣ 제58조의 규
정을 시험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특별 필요 지급준비금은 평시 필요 지급준비금에 중첩적으
로 부과되었습니다.
32) 필요 지급준비금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예금분류제도에 관한 논의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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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여건과 제도하에서 더 이상 필요 지급준비금의 인상 조치를 취하
면 안 됩니다.33)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한도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훗날에는 물론 적절한 재할인정책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필요시 정기적으로 필요 지
급준비금을 변경하는 것이 유용한 신용통제수단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지급준비금의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한국은행은 필요 지급
준비금과 실제 지급준비금 모두를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는 지나치
게 복잡하며 부분적으로 한국은행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
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급준비금제도를 위하여 도입된 예금분류제도, 즉 특별, 정기 및 기타
예금으로의 분류는 혼란스럽게도 한국의 금융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다 전통적인 예금
분류, 즉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및 별단예금으로의 분류와 어긋납니다.
그 결과 매우 복잡한 예금분류제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특히 현시점에서 지급준비제
도의 비교적 제한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별 종류에 포함된 항목과 추구하는 최종 결과
의 측면에서 어떠한 논리나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아주 시급한 것
은 아니라고 인정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면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단지 두 가지 종류의
예금, 즉 한편에는 당좌 및 요구불예금, 다른 한편에는 통지 및 정기예금으로 분류하고 전
자의 예금에 보다 높은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
절한 시기에 새로운 단순한 예금분류제도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법정 최저지급준비율을 선
택할 때 이로 인한 개별 은행의 필요 지급준비금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어느 한 은행의 필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면 이
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초과 지급준비금은 즉시 해당 은행의 한국은행에 대한 부채를 동
금액만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상시 보유하는 실제 법정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많
은 실수도 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한국은
행에 예치된 은행예금 중 일부가 법정지급준비금의 개념에서 제외되었고, 특별히 수표 결
제 및 은행 간 차액결제를 위해 따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외는 필요하지도 정당하지
도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예금은 모두 한국은행법상 법정 지급준비금을 구성하
며, 이러한 모든 예금은 필요한 경우 수표 결제 및 차액결제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33) 사실 선량한 관리 조치로서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필요 지급준비금의 조속한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다만, 자유롭게 된 지급준비금이 인하와 동시에 은행의 한국은행 차입을 동 금액 만큼 상환하는 데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처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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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화폐교환 및
통화신용정책 ‧ 은행감독 체계 확립
있어야 합니다. 실제 법정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두 번째 실수는 언제든지 금융통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의 최대 25퍼센트까지 한국은행권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은행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34) 이 규정이 의
도한 것은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예금이 해당 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리고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지급준비금 총액
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에서 그 시재금도 법정지급준비금에 산입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실제 법정지급준비금을 산정할 때마다 각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의 25퍼센트를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의 (조정된) 예금 보유액에 산입하였
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절차로, 각 은행의 실제 지급준비금 보유액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
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상쇄되는) 두 가지 계산상 오류는 양적으로 큰 의미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관련 통계를 대략적으로 다시 산정해 본 바에 따르면 은행
전체의 실제 법정지급준비금 보유액이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와 비교할 때 다소 불리했으
며, 수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작성한 바와 같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법정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더구나 현재 25퍼센트 현금 인허 규정이 유용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존 승인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예금만(그리고 그 예금 전부를) 법정준비금으로 산입하기를 권고합니다.
한국은행은 그 설립 이래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습
니다.35) 문제의 그 이자율은 1952년 10월에 연 4.7퍼센트로 정점에 올랐지만, 1955년과
1956년 두 차례의 인하로 현재의 2.6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이 자신에 예
치된 은행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
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속히 이러한 이자지급의 완전 폐
지를 목표로 이자율을 더욱 인하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c. 이자율 정책 : 최근 수년 동안 은행여신의 확대를 억제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
34) ｢한국은행법｣ 제59조 참조. 1953년(원문은 ‘196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임 - 역주) 6월에 은
행은 필요 지급준비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은행권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953년 12월에 이 비율은 25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35) 사실 이러한 예금 중 한국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지
급합니다(역자 보충).
최초의 ｢한국은행법 초안｣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는 제
56조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재량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
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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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이자율 변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
은행의 노력은 거의 전적으로 여신의 가격보다는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되어 왔
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기본적 ‘재할인율’36)은 1951년 4월 이래로 연 7.3퍼센트에서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37)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대출 종류별로 부과
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 최고율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한국
은행 설립 직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고율에 실제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
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 및 통지예금을 장려하기 위해 1954년 5월에 은행이 정기예금에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연 10퍼센트로), 1956년 8월에는 은행이 통지예금에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연 3.65퍼센트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통
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의 지급준비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 또한 여러 차
례 변경했습니다.
은행대출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실제 이자율은 모두 대체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각각의 최고수준입니다. 농업은행38)을 포함한 모든 상업은행의 모든 대출에 대한 실제 가
중평균이자율은 약 16.5퍼센트입니다. 이 수치는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높아 보이
지만 한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비추어 보면 높은 게 아닙니다.39) 사실 일반 물가수
준의 연간 증가율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일반적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실질 이자율은 실제로
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었으며, 많은
차입자들이 만기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기를 더욱 꺼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약 40년 전에 통과된 이자제한법이 법령
집에 없었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고대출이율이 지금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 자신에게 운신 폭을 더 크게 부여하고 대출비리 의욕을
꺾어놓을 수 있도록 최근 수년 동안 정부에 이 법정 최고한도를 인상해 줄 것을 반복적으
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이
유로는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은행여신 확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높은 대출이자율
36)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재할인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자율은 사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한국은행 ‘어음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입니다.
37) 하지만 농업생산 대출, 원조물자 구매 대출, 수출입금융 대출과 같은 일부 종류의 대출에 대하여 한국은행
은 실제로 기본 재할인율보다 다소 낮은 재할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8) 이 규정 및 ｢한국은행법｣의 다른 규정의 대부분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은 제외합니다(이에
관해서는 아래 참조). 한국산업은행의 모든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은 실제 연 약 9.5퍼센트입니다.
39) 공개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실제 월 10 내지 15퍼센트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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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은행대출을 받을 자
격이 있는 일부 부류의 차입자들이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쨌
든 이 절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도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은행대출에
대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필요할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한국은행의 재할인율과 은행이 부과하는
대출이자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
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이 차이를
좁히고, 그에 따라 은행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옹호하는 주장40)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조치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이자율차이
의 존재는 최소한 한국은행에 예치된 은행의 지급준비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할 정
당한 이유가 없다는 저의 이전 권고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보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한국은행 재할인율의 변경이 비록 보충적이기는 하지만 유용한 신용통제수
단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금융구조의 몇 가지 문제
1951~1952년에 있었던 저의 지난 번 한국 공식방문 이후 한국의 금융제도에 많은 중요
한 변화가 있었고, 1951년 4월 3일에는 정부소유 장기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와 동시에 해산된 식산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인수41)
했습니다. 이 신설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의 몇몇 규
정42)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정의 적용에서 특별히 면제되었으며 재무부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1954년 10월 1일 두 개의 상업은행, 즉 신탁은행과 상공은행이 합병하여 흥업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1956년 5월 1일에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그 소속 금융조합 및
지점이 수행했던 금융기능을 인수한 농업은행이 잠정적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
다.43)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농업은행을 특별법에 따라서 보다 영속적인 법적 기반 위에
재설립하는 동시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 정부와 금융계 내에서는 소액대출 도시은행을 포함하여 한 두 개의 다른 특수은
40)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대출이자율이 주어진 경우
41)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설은행은 그 승인된 업무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자산과 부채를 인수했습니
다. 식산은행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저축은행과 청산위원회로 이전되었습니다.
42) 금융통화위원회에 최저 필요 지급준비금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다양한 종류의 예금부채에 대해 금융기
관이 지급하는 이자의 최고율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들만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43) 1956년 3월에 증권거래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거래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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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절에서는 주로 한국산업
은행과 농업은행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구조에서 이렇게 현실화되었거나 예정된 변화와 관
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1950년 일반은행법을 입안할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이었고
그 결과 일반은행법은 주로 이러한 은행의 관점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입안자들은 이 법이
장래 설립될 수도 있는 장기금융기관과 기타 특수은행의 업무를 적절히 포괄할 정도로 충
분히 자세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은행의 설립에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이러
한 법률은 적어도 일반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의 광범한 틀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도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국회에 제출된 일반은행법안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장기금융기관이 설립될 것
을 예상하여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각각 주의 깊게 정의하였음)를 구별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두 가지 업무 모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를 다른 업무와 분리하여 해당
기관 내에서 독립적인 자본과 회계를 가지는 별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러한 법안 규정은 상업은행업무는 주로 단기여신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금융업무는
주로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신용 팽창이 아
님), 통상 이러한 두 가지 업무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공식적으로 인정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반은행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런 조항들과 중요 원칙들이 많이 수
정되어서 모호해지거나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비록 빈번한 갱신
으로 인해 많은 대출이 사실상 장기적 성격을 갖게 되기는 하였지만, 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 결정에 힘입어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장기대출을 회피했습니다(대출
의 대다수가 1년 기간이었고, 3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없었습니다).
a. 한국산업은행 :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한국금융구조의 빈 공간을 채운 한국산업은행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타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는 한국산업은행이 그렇게나 완전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밖에 놓여진 데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저의 불안감은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업무가
직 ‧ 간접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얻은 여신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면서도 한국산업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아 왔지만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발
언권이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산업은행 정책과 금융통화위원회 정책 간에 어느 정도
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내에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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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은 한국에서 단연 가장 큰 대출기관이 되었고, 그 대출 잔고가 다른 모든 은행의 대
출잔고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사실을 볼 때 오늘 당장 이러한 조정이 그만큼 더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원천으
로부터 조달되었다고 하더라도(현재 그렇지 않음), 그러한 대출 이율 및 시기 변동은 여전
히 통화 동향 및 총 지출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정책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통
화위원회 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므로 이는 사
실상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정책에 대한 보다 긴밀한 통합 필요성이라는 더 큰 문
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저개발국가에서는 그런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 임원이 공적인 산업개발은행, 개발공사 또는 기타 장기금융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쿠바,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및 과테말라). 더욱이 필리핀중앙은행법 제114조에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업은
“이로써 국가 통화정책의 도구로 공표되며, 그에 따라 그 일반적 신용정책을 통화위원회의
신용정책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그 정책과 중앙은행정책의 보다 효과적 조정을 위한 제안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론통화법44)은 “정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금융기관은 먼저
통화위원회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주식 또는 채권을 신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장기금융기관이 상업은행업무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업무는 일반은행법 및 중앙은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산업은행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은행은 분명 장기금융기관이
며 한국 금융계 일부에서 명백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상업은행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지
만,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의 상업은행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업은행은 대출을 제공할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당좌예금 및 기타 요구불예금을 받으며, 그
대출의 일부는 자신으로부터 장기로 차입한 자의 운전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대출
입니다. 이러한 계정을 한국산업은행의 나머지 업무로부터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
나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러한 계정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채와 대출자산 총액의 사소한 부분
만을 차지해 왔습니다.45)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주된 결함은 정부의 지시하에 수행해 온 정책에 있습니다. 이미
44) ‘실론’은 1972년에 ‘스리랑카’로 국명이 변경됨 - 역주
45) 예를 들어 1956년 9월 30일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총 부채 중 당좌 및 기타 요구불예금의 형태는 8퍼센트
미만이었으며, 총 대출 중 운전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10퍼센트를 살짝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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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바와 같이 그 대출의 대부분은 한국은행의 직 ‧ 간접적인 여신으로 조달되었습니다.
1956년 9월 30일 한국산업은행의 총 대출잔고 435억환 중에 134억환만이 대충자금(비인플
레이션적 자금원)으로 조달된 반면 산업재건채권(255억환) 및 산업금융채권(40억환)을 한
국은행에 판매하여 받은 자금은 301억환 이었습니다. 확실히 장기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
행의 어느 정도 지원은 정당한 것이며 때로는 분명히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 의존하는 정도는 금융적 타당성의 한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년의 계획은 훨씬 더 야심적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에 있어 인플레이션 유발 성향이 있는 대규모 자금지원은 잘못
된 위험한 방식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장기금융은 대충자금, 비은행민간에 대한 채
권 판매, 조세 및 기타 정규 예산수입에서 나온 정부출연, 그리고 저축예금과 같은 비인플
레이션적 자금원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산업은행법의 많은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
행법하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증가분의 20배까지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늘릴 수 있도
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은 불가피하게 한국은행에 매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에 개정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단지 인플레이션을 진전시키는 한국산업은행 대출(내년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산업재건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조달할 규모를 훨씬 초과함)의 확대를 위
한 길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개정안
은 한국산업은행의 장기차입자에게 단기 운전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이러
한 차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제가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으며 상업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기능인 상업
금융업무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저의 권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한국산업은행,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을 통제하는 정부는 한국은행에 대한 채
권 매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대출의 대폭적인 축소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은 대충자금과 기타 비인플레이션
적 자금원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대출한도제도하에서 이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상당히 낮은 한도를 설정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2. 한국산업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간의 어느 정도의 조정을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한
국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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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운영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은행의 총재,
그 밖에 현행 절차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임명한 적절한 수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재편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위에서 논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만일 한국산업은행의 상업금융 활동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은행 내에 별
개의 부문이 담당토록 하며, 해당 부문은 다른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접 일반은행
법과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b. 농업은행 :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및 관련 활동(임업
등)이 국민소득의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며, 농촌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고, 농민들이 지속
적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이자율의 농업
부문 신용을 위한 보다 적절한 편의 제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말 당연
합니다. 수년 동안 농업신용을 위한 조직화된 주된 원천은 한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
들의 중앙조정기관 및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금융조합연합회에 가입된 금융조합과 그 지
점, 본질적으로 소형인 조합은행이었습니다.46)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정당한 농업신용수
요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조합연합회는 해가 지나갈
수록 주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기반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쌀, 곡물, 비료 및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집, 구매 및 분배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대행기관으로 변해 버렸습니다.47) 그 결과 금융조합연합회의 관심과 에너지는 그 원래 목
적이었던 농업신용업무에서 이탈하였고, 금융조합연합회는 또한 효율적 업무 수행 또는 그
농민 회원들의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어 가는 경향도 있었
습니다.
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농업신용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존슨(E.C. Johnson)이 이끄
는 미국 전문가팀은 1955년 여름에 상황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팀은 그
해 9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금융조합연합회를 농업은행으로 재편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대부분은 처음에 정부가 제공하고, 금융조합은 주로 농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금
으로 농민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관련된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조
46) 비교적 작은 금액의 단기 농업신용은 일반 상업금융 경로를 통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47) 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합의 특수성은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에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
니다. 이들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금융조합연합회와 그 회원인 금융조합은 하나의 (상업)금융기관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으로 간주되
며 정부대행기관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금융조합연합회의 비은행업무는 은행업무와 구분
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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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Agricultural Association)이라 불리는 지역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으로 그 업무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농업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농업조합의 어음을 할인하며, 채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농업조합 및 기타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기능을 부여받게 될 것
입니다. 농업은행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초기에 정부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조달될 것으
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목표는 농업조합이 농업은행을 완전히 소유하며, 농업
조합이 재정적으로 가능한 시점에 정부보유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업은행은 농업조합에만, 농업조합은 농민과 영농단체에만 대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의 대부분은 그 성격상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
시적으로 농업은행이 금융조합연합회의 다양한 유통 및 배분 기능을 계속해야 하지만 궁극
적 목표는 농업은행의 활동을 은행업무 하나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슨보고서의 권고를 기반으로 존 쿠퍼(John Cooper)는 필리핀주재 국제협력처 직원의
출장 지원과 한국 공무원 여러 분의 협력을 받아, 1956년 2월에 한국의 농업신용제도를 재
편하게 될 3개의 법률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중 하나의 법률은 농업은행(3년 이내에 공
식적으로 해산할 금융조합연합회의 기능을 인수함)을 설립하고, 다른 하나는 신용조합(금
융조합이 전환됨)을 설립하며, 세 번째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제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세 번째 법안은 당초의 존슨권고안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었던 반면 앞의 두 법안들은
훨씬 더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중대한 변경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존슨보고서의 핵심과 정신을 가깝게 따랐습니다.
정부는 3개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조속한 합의의 지연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1956년
봄에 국무회의에서 영구적으로 농업신용제도를 재편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보류하고 임
시로 일반은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은행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
업은행은 1956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개업하였습니다. 농업은행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
조합의 자산 및 부채 대부분을 인수했으며, 금융조합은 신설 농업은행의 지점이 되었습니
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은 여전히 존재하며 농업은행의
실제 소유자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은행은 현재 그 전신이었던 조합들이 행한 바와 같은
은행업무, 주로 농민과 도시의 소기업인을 위한 상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
료 분배도 계속 취급하고 있습니다(다만, 특별청산위원회로 넘어간 그 밖의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신설 농업은행의 정관은 그 조직,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
니다.
현재의 농업은행은 임시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에서 특히 은행산업구조,
두개의 기본적인 은행관계법 및 전체적인 금융상황과의 관계 관점에서 자리를 잡게 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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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관의 본질적 내용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금융위원회는 쿠퍼가 제안한 3가지
법률 중에 첫 번째에 상응하는 한국농업은행 설립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제가 아래에서 간략
하게 검토할 것도 이 법안입니다. 쿠퍼가 제안한 법률 중 두 번째(신용조합을 설립하기 위
한 것임)와 관련해서는 금융조합이 농업은행의 지점으로 통합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기
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연
합회의 설립에 관해 쿠퍼가 제안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법안은 쿠퍼초안의 윤곽
을 가깝게 따르며 존슨보고서의 철학 및 권고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은행법과 한
국은행법의 원칙 및 정신과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사실을 환영합니다. 이 법안은 수용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신설은행에 대해 그러한 양 법률의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하고 있지만, 동
신설은행의 전문화된 업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면제의 대부분은 저에게 정당한 것으로 보
이며, 더구나 다수의 면제 규정은 법안의 다른 곳에서 적정하게 규정한 행정적 사항에 관
한 것입니다. 대체로 신설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신용통제 및 이와 관련된 권한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 업무상으로 신설은행은 주로 농민에 대한 단기적인 작물생산대
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당좌예금 및 기타 요구불예금을 받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존하는 상업은행으로서 영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은행의 수석부총재를 신설은행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법안 규정에 찬성합
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신설은행이 부분적으로 만기 20년까지의 장기대출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넘는 대출은 ‘자본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차입,
만기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및 농업신용채권 판매’로 확보되는 자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신설은행은 적어도 그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장기금융을 제공
할 것 같지는 않지만48)(현재 농민들의 주된 수요는 보다 적절한 단기적인 생산대출 이용편
의임), 위에서 언급한 규정이 심각하게 남용되거나 신설은행이 인플레이션 엔진으로 될 위
험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이 대충자금이나 정규 예산수입에서 나오는 한, 이것은
농민들에게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
이 한국은행에 대한 특수채권의 매각을 통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신설 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48)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은 관개시설(灌漑施設)을 위해 영농단체에 상당한 규모의 장기대출을 제공해 왔습니다.

232

3. A Report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은행에 큰 규모의 ‘농업신용채권’을 떠넘길 위험도 있습니다. 요컨대 주의와 자제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농업은행은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신설은행이 장기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만큼, 그 업무를 위한 자금은 절대적으로 비인플레이션적인 자금원으
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신설은행이 유통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아
마도 그 의도가 은행의 업무를 은행업에만 국한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의도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임시적 방편으로 비료분배업무를 인
수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이 설립될 때까지는 신설은행이(지금의
농업은행이 하는 것과 같이) 특별히 비료분배를 취급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설은행에 이런 기능이 부여된다면 비료분배 회계는 실제로 일
반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은행의 정규업무 회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신설은행이 ‘소액대출을 위한 도시금융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농민조합과 농
민 이외의 상대방과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일
부 금융조합(지금은 농업은행의 지점)이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소기업인 및 소상인과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설은행은 자신의 업무를 농촌주민과의 거래로 국한해야 하지만 도시금융
조합 예금(모든 금융조합 예금의 약3분의 2에 해당함) 대부분이 농업금융조합을 통해 농민
에게 대출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대출에 이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도시금융조합이 일시적으로 계속 신설은행의 지점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데 동
의합니다.
c. 소액대출 도시은행 : 바로 앞서 언급한 규정에 나타나 있듯이 도시의 소기업인과 소
상인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궁극적으로 소액대출 도시특수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는 견해가 일부 인사들 사이에 지배적이지만, 저는 이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신용수요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 별개의 금융기
관 설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단기신용수요가 걱정되는
한, 도시금융조합이 현존하는 상업은행에 인수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상업은행이 이러한
업무에 전문화된 특수부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수요를 위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산업의 중기신용수요(현재 분
명히 가장 시급하며, 일부 대충자금이 현재 배정되고 있음)에 관한 한, 적어도 가까운 장래
에 이러한 자금, 그리고 필요한 대출을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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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넓은 지점망을 가진 상업은행을 통해 이러한 자금 일부를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상업은행 내에
독립회계를 갖는 별개의 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너무나 많이 한국 내에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금융기관 및 지점 수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요구되
는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금융기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은행을 많이 설립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새로운 문제만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행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경
제 내의 정당하고 다양한 신용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존 은행의
입지 강화, 건전한 대출관행의 채택, 정부통제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은행 단절입니다.
d. 외국환 은행 : 한국은행법은 종전에 국가의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모든 통화준비
금을 보유했던 조선환금은행을 청산하면서 조선환금은행의 기능, 자산 및 부채 모두를 한
국은행 외국부로 이전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금융계에서는 외환업무(외환 자체는 아님)를 한국은행의 손에서 분리하여
이를 별개의 기관이나 한국은행 내의 준 자치조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업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기존
상업은행이 기술적으로 외환업무를 취급할 준비가 갖추어진다면 가급적 많은 외환업무를
점진적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설립될 당시 종국적으로 이러한
업무의 이전이 예상되었는데49), 한국은행법 제107조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타 외환거래에
있어서 자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환을 매입,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분야에 경험을 가진 상업
은행이 하나도 없었으며 게다가 당시 비정상적 외환사정이 만연했고 국가 외환업무의 규모
도 작았으므로 조선환금은행의 숙련된 직원을 넘겨받은 한국은행의 손에 이 모든 외환업무
를 집중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국제금융업무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간 한국의 상업은행원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과 최근의 한국 외환제도 간소화 조치를 고려할 때 상업은행은 이제 한국은행

49) Bloomfield와 Jensen, ｢한국의 금융개혁｣(Banking Reform in South Korea),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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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외환업무를 점진적으로 인수하는데 보다 나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전문직원 몇몇을 일시적으로 상업은행에 파견함으로써 이러한 점진적 이전을 용이하
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현행 외환관리제도하에서 승인된 3가지 유
형의 민간 외환계정 중 하나인 ‘일반계정’50) 몇 개를 운영하는 조흥은행 반도호텔점이 최근
개점함으로써 사실상 이미 조용한 시작을 통한 촉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
업은행이 곧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은행에 이전되는 일반적 외환업
무(예를 들어 신용장 개설)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한국
은행 활동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가의 기본적인
통화지급준비금을 보유하면서 상업은행에 공중과의 실제 거래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취급
하도록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일반적 절차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 기술적 준비를 갖추는 것보다 빠르게 이 업무가 상
업은행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거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 및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51)

5. 몇 가지 상업금융 문제
지금부터는 상업은행52)과 이러한 기관의 감독 ‧ 검사를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은행감독
부장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간략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에 대하여 1952년 3월에 부산에서 제가 작성한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세하
게 논의했으며 다양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이 분야에서의 몇 가지 주요 동향에
관해 몇 마디를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a. 귀속된 은행주식의 매각 : 부산 보고서와 그에 선행한 1950년 보고서에서 정부에 귀
속된 상업은행 주식과 몇몇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 주식(몇몇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의 근거가 됨)을 신속히 민간에게 처분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이들 보
고서에서는 한 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가 은행의 건전하고 건강
50) 이 계정에는 한국 입국 시, 해외로부터의 송금,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관에 신고된 외
환을 예치합니다. 이 계정으로부터의 인출은 한국은행에 매각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1) 필자는 통화정책 및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환 분야의 많은 중요한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이나마 필자는 한국이 외환 수입 ‧ 지출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외환지출을 경제원조물품 수입에 맞추어 더욱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상황에서도 지급준비금이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보다 세심하게 절약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 외환관리제도를 더욱 단순화하고 좋은 외환관리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52) 별도로 논의한 농업은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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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과 실행에 유익하지 않는 정치적 압력과 간섭에 이들 은행을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
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통제로 인하여 은행가들은 당해 은행에 개인적인 금
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간주주의 통제를 받는 경우보다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유인이 훨씬 적었음을 강조했습니다.
1954년 11월 초에 정부가 여러 은행에 대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조치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1954년 11월부터 1955년 12월까지 간격을 두고 공개경매
를 통하여 정부가 보유한 흥업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및 조흥은행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
한 시도가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부분적 이유로 응찰가격이
거의 항상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56년 3월과 4월에 일곱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해산된 조선은행과 식
산은행이 보유하는 위 은행의 주식(이들 주식은 청산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었음)도 매각에
내 놓았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를 위한 지급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 일곱 번째 시도에
서 매우 많은 수의 경매주식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으로 매각된 주식의 실제 양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의문스러운 개별
매수인들의 신분과 자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조속히 만족스럽게
끝나고, 민간에 대한 주식의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
지로 최근 경매에서 처분되지 않은 정부의 보유 주식 잔여분도 해당 은행의 완전한 소유라
는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곧 매물로 나오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b. 상업은행의 자본금 및 이익 : 상업은행의 자본금 및 이익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만족
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이미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
이었던 이들 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은 그 후 발생한 은행의 자산 및 부채의 대폭 확
대를 고려할 때 지금은 훨씬 더 심하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전쟁 종료 후
초기 몇 년간 입은 막대한 순영업손실은 그 후에 순이익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이익이
너무 작아 자본금 및 잉여금 총액에 가시적인 개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의 부적정성은 상업은행의 실제 자본금 및 잉여금을 일반은행법이 정한 최저 ‘목표’
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략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법 제15조에 따르면 각 은행은
‘정상적으로’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최소한 그 자산의 10퍼센트(납입자본금 및 잉여금과
한국은행에 예치한 예금 모두 이보다 작음)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956
년 9월 30일자로 4개의 보통 상업은행(농업은행은 제외)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금
액은 약 60억환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겨우 8,700만환에 불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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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자본-자산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은행의 실제 자본금 부족을 과장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고정자산이 여전히 1945년 이전 가치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현실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때 이후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족을 메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1954년 한국은행이 입
안하여 제출한 자본재평가법안을 여태껏 통과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평가가 지
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고정자산의 재평가가 결국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자본금 상황은 추
가적 조치가 없을 경우 은행업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만
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도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상황은 수년 전 보다는 훨
씬 더 고무적입니다. 정부가 보유하는 은행주식의 조속한 처분은 은행의 경영수준, 대출관
행 및 전체적 효율성, 그리고 결국에는 은행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정부소유권의 포기 자체가 잠재적 투자자의 은행의 전망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
니다.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은 공중 전반에 은행주식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만들고, 은행이 자본상태를 보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을 모집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발생한 은행이익의 증가는 주로 은행대출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상황의
전반적 회복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출이자율 사이, 다른 한편으로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 사이의 격차가 넓은 상황에서 은행 대차대조표 규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약간
의 수입 개선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의 개선은 부실대출비율을 낮
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제 조치 또한 은행의 이익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
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탁은행과 상공은행의 합병은 신설된 흥업은행이 보다 경제적
인 운영과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1955년
12월에는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중복과 해가 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은행의 수장들이 합의하여 주요 도시에 소재한 27개 은행지점을 폐쇄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은 연체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성공사례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앞의 절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은 이런 대출 중 일부는 어떤 종류의 담보도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상업은행 대출의 약 20퍼
센트가 현재 무담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너무나 많은 대출이 지속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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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은행과 통화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또는 전혀 고려
를 하지 않고)53) 직접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및 운영은 국가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문을 대표하는 7인으로 구
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입안자는 이런 생각이
한국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
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정치적 지시, 개입 및 압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롭
게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용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대다수 민주주의 국
가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고, 많은 중앙은행법의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기저에 있는 원칙입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
반에 걸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은 경제의 장기적 번영과 종종 충
돌할 수 있는 단기적 정치압력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롭게 당면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
에 대한 자신의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
어야 하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자신의 영역에서 고도의 독립성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
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독립’의 원칙은 중앙은행이 그 당시 정부의 일반적 경제 및 재정 정책 목표로
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그리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업무가 본질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오늘날 대다수 중앙은행(한국은행을 포함)을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에 권한을 부여한 법률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인정
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나 행정수반(한국의 경우)이 중앙
은행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한국의 경우)를 임명합니다. 더구나 많은 경우에
보통 재무부장관을 포함해서 몇몇 정부 공무원 자신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한
국의 경우).54) 이 모든 것이 중앙은행 정책과 정부 내 다른 부처 및 기관들, 특히 재무부55)
53)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제3권 513쪽 끝의 ‘any’와 514쪽 처음의 ‘to’ 사이(without adequate or any to
which the central bank and the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 누락된 부분을 추정 삽입하였음 - 역주
54) 하지만 미국에서는 재무부장관과 여타 정부공무원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7인
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은 금융, 공업 및 상업적 이익의 공정한 대표와 국가의 지리적 안
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한국에서 금융통화
위원회의 구성의 기저를 이루는 원칙과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55)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중요성은 사실 재무부장관을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무부장관은 중앙은행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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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간에 긴밀한 조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있고, 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운영의 중요성과 그것이 국민경제 및 통화정책이
운영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접촉해
야 하고, 정부의 일반적 정책목표에 유념해야 하며, 자유롭게 정보를 구하고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만일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없는 심각한 의견 차이
가 발생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견해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문제에 있어서
조율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매우 드문 사태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체계가 어떻든 간에 핵심적인 강조점은 오
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수립, 운영과 자신의 견해를 독립적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법의 입안자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던
원칙입니다. 이는 제가 한국은행법 입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원칙입
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몇몇 논쟁과 오해가 만
연해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원칙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논쟁과 오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은행의 가장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가 정부조직법의 규
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며, 당연히 한국법이
나 한국법체계의 의미나 해석에 관하여 정통한 판단을 개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
일 법적 충돌이 실제 존재한다면 저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
에서 개술한바 있는 금융통화위원회56)의 설치에 구현되어 있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를 바라는 개인적 소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C.57) 은행관계법의 다른 측면들 : 1950년(한국경제의 요동과 불확실성이 컷던 시기)에
두 개의 은행관계 기본법률을 입안하면서 입안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법률이 반드시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입안자들은 장래에는 운영에 관한 일부 규
정이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행법의 규정과 관련해서 입안자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56)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1인(및 그 대리위원)은 기획처 경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955년 2월에 기획처가 폐지되었으며 그 이후는
이 자리를 채운 위원은 없습니다. 기획처가 재건부(Ministry of Reconstruction)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건부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공석을 충원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법적 승인은 대통령
령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 원문은 ‘b’로 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타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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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연된 매우 비정상적 상황과 자세하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보다 정상적인 체
제 모두에 전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을 입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비록 이
법 규정의 대부분은 발생 가능한 미래 상황에 원활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어떤 부분, 특
히 정부대행기관 대출과 외환 운용 및 정책에 관한 규정은 어쩔 수 없이 현재 만연된 비정
상적 상황의 관점에서 입안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58)
이러한 말이 기록으로 남겨진 이후 6년 반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위에서 언
급한 규정이나 실로 법률 전반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무르익었다고는 생각하지 않
습니다. 저는 이 법이 매우 유용하고 유연하다는 게 입증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한국은행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나쁜 정책을 수행하도록 강요한 적
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확실하게도 한국은행법 중 일부 규정, 특히 예를 들어 한국은행
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와 관련된 규정(제4장59) 제6절)은 아직 조직적인 정부채권시
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법 중 다른 규정,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규정(제4장 제4절)은 나타난 상황의 필요에 맞추어 약
간 넓게 해석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공식적인 개정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법 전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된다면 아마도 내용과 원칙에 있어 1950년에 입안했던 법과 매우 동일한 법이 될 것입니다.
일반은행법과 관련한 몇 가지 간략한 검토 의견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으며, 동 법률이
주로 상업은행의 관점에서 입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은행
의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법률을 위하여 할 말이 몇 가지 있
을 수 있겠지만, 이미 한국산업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새로운 농업은행 설
립을 위한 특별법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두 법에 관한 제 의견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
다), 저는 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반은행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현행법의 한 두 가지 기술적 조항이 현재의 자구대로는 약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은행법의 의미와 정신의 틀 안에서 광의의 합리
적 해석을 통해 대부분 해결해 왔습니다.
1950년에 입안된 두 개의 은행관련 기본법률은 광범위한 은행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정부가 두 법 중 하나 또는 모두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다면 다양한 규정들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개정으로 두 법률의 다른 부
58) Bloomfield and Jensen, ｢한국의 금융개혁｣, 24쪽 참조.
59) 원문은 제1장으로 되어있으나 제4장의 오기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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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최종적 평가로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관련 법률이 아
니라 은행관련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은 단지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되
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추구하고 있는 밑바닥 정책이 건전하지 않다면 법률 변
경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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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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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4. Questions Submitted by Superintendent of Banks to
Dr. Arthur I. Bloomfield and Answers

생산기관

한국은행 은행감독부, Dr. Arthur I. Bloomfield

생산시기

1957년 2월

자료소장

한국은행 전자도서관(관리번호: 090 K84r)

한국은행 은행감독부가 은행감독 등과 관련하여 Bloomfield 박사 앞 보낸 질의 및 답변서
이 자료의 원문은 입수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1965년 한국은행 조사부가
Bloomfield 박사와 Jensen의 보고서(총 7편)를 엮어 단행본으로 발간한 도서(｢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 monetary policy and banking in Korea｣, 1965.10)에서 해당
자료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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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이
ARTHUR I. BLOOMFIELD 박사
앞으로 보낸 질의 및 답변서
1957년 2월
제1문
○ 질의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 감독검사부는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으로 정
의하지 않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무진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법｣ 제33조1)의 규정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검사요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검사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가 독자적으
로 검사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회답

한국은행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산업은행 및 무
진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재무부에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통화위
원회가 이를 위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문
○ 질의

검사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지 검사업무의 비용만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감
독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가?
○ 회답

검사요금은 검사와 감독업무 양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문에는 ‘제81조’로 되어 있으나 당시 ｢은행법｣은 총 41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검사요금 부과 조항은 당
시 ｢은행법｣ ‘제33조’였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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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 질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2)을 정하는바, 이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금융
통화위원회는 필요 최저지급준비금에 미달할 때는 언제든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금
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최저지급준비금 미달상황이 2개월 반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
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국은행법｣ 제60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 제4조
의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의문이 생긴다. 동 규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회답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 제4조에서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에
미달할 때마다 당해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제60조의 문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문
○ 질의

현재의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69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시적격 담보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의 타당성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회답

한국의 현재 상황은 제60조제3호의 문구 해석상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으로 위협
되는 중대한 긴급’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
기관에 ‘예금인출사태’가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6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일종의 ‘중대한 긴급시’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
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시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1951.7.1. 금융통화위원회) 및 ｢동 세칙｣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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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문
○ 질의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은행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 정의되지 않
았음에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예금만을 수취하거나,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도 하는 기관
이 있는 경우에 그 기관의 예금수취 및 대출 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회답

한국 내의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은 기술적으로는 예금수취 및 대출실행을 포함하여 하고
자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할 자유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관이 ｢은행법｣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업무를 금지 또는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6문
○ 질의

금융기관이 영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의 건의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시행되고 있다.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생
각하는가?
○ 회답

기술적으로 말해서 ｢은행법｣ 제9조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금융
통화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영업시간 변경에 대하여
그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을 발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보
일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규정도 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7문
○ 질의

금융기관이 그 출장소3)와 지점 중 어느 하나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의 입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3) 원문에서 출장소는 ‘office’로, 지점은 ‘branch’로 표현하였으나 ｢은행법｣ 제9조에는 지점(branch)과 대리점
(agency)만 나타나 있음. 또한 여기 질의 10에서도 지점(branch)과 대리점(agency)만 나타나 있으므로 여
기에서의 출장소(office)는 대리점과 같은 의미로 보임. 질의 8도 동일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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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그것은 ｢은행법｣ 제9조의 정신과 일치하므로 그러한 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제8문
○ 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장소 및 지점의 신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는가?
a. 존속기간을 제한하거나 금융통화위원회가 명령할 때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b. 제한된 범위 내의 영업만 영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예금수취만으로 한정).
○ 회답

이러한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장소 또는 지점의 신설을 허가하는 때에는 무기한으로 허용해야 하며(은행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은행법｣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제9문
○ 질의

｢은행법｣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허가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공고할 때
에 그 공고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관련 금융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가?
○ 회답

실질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공고는 통상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0문
○ 질의

한국금융기관의 지점 및 대리점은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및 대리점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이해된
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과 대리점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 이에 관한 방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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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그 자본금과 적립
금은 ｢은행법｣ 제15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때에는 한국 내의 자본금은 통상 해외 본점의 직접 송금으로 구비될
것이며,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의 장부상에는 ‘자본’이라는 부채와 이에 대응되는 자산이
생성된다. 대응자산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은행영업시설, 유가증권, 현금 또는
대차대조표상 다른 자산항목일 수도 있다.

제11, 12문
○ 공통 질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0조(및 제21조)에 따른 상업금융업무로서 1년 이내의 기한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기를 1년간 연장하거나 어음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1년의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종류의 대출은 여전히 만기가 1년 미만인 대출로 보아야 하는
가? 아니면 만기초과 대출로 보아야 하는가?
재무상태가 확실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무담보대출을 한 때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의 재무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는 대출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거나 어음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는가?
○ 공통 회답

한국의 일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음
과 같은 절차를 제안한다.
a. 당초 1년 이내의 만기로 실행되었다가 금융기관이 만기 시에 공식적으로 1년간 갱신
한 대출은 만기초과대출이 아니라 신규대출로 본다. 이 규칙은 담보대출과 무담보대
출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b. 당초 1년 이내의 만기로 실행되었다가 만기 시에 공식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미상환
상태에 있는 대출은 만기초과대출로 본다.
c. 금융기관이 만기 시에 대출을 갱신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차입자의 재무건전성, 최종
상환능력, 대출이 제공된 사업의 근본가치 및 건전성에 대한 은행의 평가에 달려 있
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갱신하는 것은 상업은행의 대출을 갱신 없
이 1년 내에 상환하는 대출로 가급적 제한하도록 의도한 ｢은행법｣ 관련 조항의 정신
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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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의 주요한 책임 중 하나는 금융기관 대출의 지나친 갱신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고, 대출갱신이 단순히 차입자가 대출을 당연히 상환했어야 하는 시
점 이후까지 단기대출을 장기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은 또한 만기초과대출(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이 상
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 일반적으로 무담보대출의 제공은 권장할 수 없는 관행이다. ｢은행법｣ 제27조제9항은
이를 염두에 두고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자에 대한 무담보대출만 인정한다. 한
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제13문
○ 질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
출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아래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1) 발행주식수를 담보주식수와 비교하여야 하는가?
2)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대출금액과 비교하여야 하는가?
3) 위 두 방법 모두 비교하여야 하는가?
○ 회답

일반적으로 2)의 방법이 ｢은행법｣ 제27조가 의도한 방법이다.
기업 자본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다 실질 가치에 맞게 주
식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은
행대출은 위험할 수 있다.

제14문
○ 질의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금이라는 용어는 이
전 사업연도 결산으로부터 승계된 적립금으로 정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연도 중
의 (결산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적립금으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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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어느 시점에 있어서건 간에 적립금 계정은 이전 사업연도의 누적부분에 현재 사업연도
중의 순손익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15문
○ 질의

a)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련의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을 결정, 시행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대출 방법을 통제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러한 조치의 적법성에 관하
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b) 덧붙이면 위 규정에는 누구라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더 이상 은행대출을 받
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금융기관은 그 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거
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회답

a)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대출정책 및 집행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 것은 지
극히 적법하다. 다만,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은행관계법의 체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금
융통화위원회 임무(｢한국은행법｣ 제7조 참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b) 이 조항은 ｢은행법｣의 체계와 의미 내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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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및 은행감독 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5. Questions Submitted by Research Department of
the Bank of Korea to Dr. Arthur I. Bloomfield

생산기관

한국은행(조사부)

생산시기

1960년 8월 29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24)

한국은행 조사부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교수로 재직 중이던 Bloomfield 박사 앞
송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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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한민국, 서울
1960년 8월 29일
Arthur 박사님께

박사님께서 10년 전에 입안하신 두 은행관계법 중 일부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송부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의서는 박사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우리 은행의 여러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질의 중 일부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답변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확하다고 생각됩
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들은 박사님의 서면 답변을 받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서로 인하여 특히 새 학기로 바쁘신 와중에 과도한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지만, 이 문제에 시간을 내주시어 가능한 한 빨리 박사님의 답변을 보내주시면 매
우 고맙겠습니다.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며,
B. H. Shin
Arthur I. Bloomfield 박사
경제학과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경상대학
Philadelphia 4, Pa.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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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에 관한 질의1)
제66조2)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압력이 격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 및 투자의 총액에 대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그 한
도 또는 제한은 대출 또는 투자의 분류별로 적용할 수 있다. 한도와 제한은 통화팽창압
력이 진정되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Q.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적별로 다양한 세부종류의 대출에 대하여 일종의 하위한도도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70조3)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허가 없이 제69조제(a)호 및 제(b)호에 의하여 취
득한 신용증권의 갱신 또는 대체나 자신이 제공한 대출의 갱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경우 갱신 또는 대체는 1회에 한하고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Q. 일반적 관행에 의하면 상업은행은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으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담보물인 신용증권과 함께 자신의 약속어음을 교부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상
업은행은 신용증권과 함께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차입을 상환합니다. 그러나 상업은
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그 날에도 여전히 자금이 필요하므로 종전에 담보물로 사용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용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합니
다. 이러한 관행하에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우를 대출의 갱신으로 보아 대출기간을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례를 한국은행
법 제70조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출로 취급해야 합니까?

1) 본 한글화 자료는 원문대로 번역하였으며, 실제 제정 ｢한국은행법｣ 및 제정 ｢은행법｣ 조문은 주석으로 처리
하였음 - 역주
2) 제정 ｢한국은행법｣ 제66조 - 역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
하며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한도 또는 증가율의 제한은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로 정할 수 있다.
통화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3) 제정 ｢한국은행법｣ 제70조 - 역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 본법 제69조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
권의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은 1회에 한하고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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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4)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에 있어서 항상 만기가 균형 있게 분산된
유가증권과 단기간 간격으로 만기가 도래하도록 적절하게 분포된 채권을 보유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한국은행의 보유유가증권을 재심사하
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 ‘균형 있게 분산된 유가증권’이라는 자구는 a) 여러 산업부문에 잘 분산된 유가증권
b) 국채, 상업어음 및 기타 재할인적격 신용증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로 잘 분산된 유
가증권 또는 c)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까?

제105조5) 외국부는 한국은행을 위하여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능
과 업무를 수행, 취급 또는 감독할 수 있다.
(e) 한국은행의 정부외환계정 감독6)
(g)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른 허가된 자에 대한 외환의 매도 또는
할당7)
Q. 제(e)호와 관련하여
‘감독’이란 자구는 단순히 예치기관으로서 계정에 관한 선의의 감독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Q. 제(g)호와 관련하여
‘조건과 방법’이란 자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입 및 매도 환율을 결정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환율이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4) 제정 ｢한국은행법｣ 제75조 - 역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에 있어서 항상 기일과 각 사업에 균형 있게 분산된 유가증권을 보유
하도록 노력하며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할 상당한 부분의 자산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한국은행에 보유된 유가증권을 재심하여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정 ｢한국은행법｣ 제105조 - 역주
외국부는 한국은행을 위하여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 취급, 감
독하여야 한다.
6) 제정 ｢한국은행법｣ 제105조제5호 - 역주
한국은행의 정부외환계정의 통할
7) 제정 ｢한국은행법｣ 제105조제8호 - 역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시된 외환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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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8)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을 매수, 매도 및 보유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한국은행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금융기
관이 외환과 관련된 다른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Q.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계정에 외환보유를 허가받은 금융
기관이 외환과 관련된 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외
환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으로써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제101조9)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집중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허가 없이
자기계정 또는 그 고객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

일반은행법에 관한 질의
제22조10) 금융기관은 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한국은행 통화안정
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그 요구불예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Q. 이 조항의 제한은 자금의 원천(source of fund)과 관계없이 3년을 초과하는 은행의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전체 보유액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제
한은 요구불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투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
하면 은행은 기한부예금과 자체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제한 없이 이러한 장기유가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8) 제정 ｢한국은행법｣ 제107조 - 역주
금융통화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외환의 매매와 보유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의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외환에 관한 기타 거래에 종사함
을 인허할 수 있다.
9) 제정 ｢한국은행법｣ 제101조 - 역주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집중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 없이 자기계정 또는 그 거래
자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
10) 제정 ｢은행법｣ 제22조 – 역주
금융기관은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단,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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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11)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
유물을 당해 금융기관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 자금, 유가증권 및 소유물은 제15조의 자본금 및 적립금 요건을 적용 받지 아니하
며 동 자금은 제30조의 지급준비금 요건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
Q. 제2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31조 이외의 이 법의 다른 규정은 신탁업무에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까?

제25조12) 은행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신청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
일 전에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기관이 비은행업무
를 영위하거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Q. 금융기관이 일반은행업무 외의 다른 겸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부
장은 그 겸영업무를 감독하고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제27조13) 금융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다른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11) 제정 ｢은행법｣ 제24조 – 역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
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의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전항의 자금은 본법 제31조의 정한 예금지불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
12) 제정 ｢은행법｣ 제25조 – 역주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
가를 얻어야 한다. 단, 본법의 시행일 전에 종사하는 업무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
여야 한다.
13) 제정 ｢은행법｣ 제27조 - 역주
금융기관은 좌의 업무를 할 수 없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 주식회사의 불입자본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9. 신용대출. 단, 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기한 1년 이내의 대출
나. 금융조합의 식산계에 대한 대출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상업, 공업 기타 영리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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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환능력과 재무상태가 확실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을 제
외한 무담보대출
10. 다른 금융기관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또는 다른 공업, 상업 또는 영리기업
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당해 기업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
적 소유
Q. 제27조제9호와 관련하여 무담보대출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급속도로 증가
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제66조14)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압력이 격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 및 투자의 총액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거나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그 한도
또는 제한은 대출 또는 투자의 각각의 분류별로 적용할 수 있다. 한도와 제한은 통화팽창압력이
진정되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Q. 제27조제5호 및 제10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는 제한은 주식수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주식가액을 의미하는가? 후자라면 그 가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즉 납입금
액, 액면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 이 규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또는 하나의 기업에 과
도하게 대출 또는 투자하는 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제34조15) 한국은행감독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조정,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충당금의 설정 또는 실질가치가 없다고 판단하
는 자산의 소각을 요구할 수 있다.
Q. 이 규정은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은 이 조에 규정된 권한 이외에는 은행에 대해 명령
및 요구를 발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은행의 업무
용 부동산 보유가 은행의 자기자본에 비해 불합리하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4) 제정 ｢한국은행법｣ 제66조 - 역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하며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한도 또는 증가율의 제한은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로 정할 수 있다.
통화가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15) 제정 ｢은행법｣ 제34조 - 역주
한국은행감독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
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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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대학교

필라델피아 4
1960년 9월 16일
와튼 경상대학
신병현

한국은행 조사부 부장
대한민국, 서울
신병현 귀하

며칠 전에 집으로 돌아와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의 일부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한
국은행의 여러 부서장의 질문이 담긴 귀하의 8월 29일자 서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은
행의 부서장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즐겁습니
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은행관계법의 입법 의도와 정신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한국은행의 욕구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
입니다.
제 답변을 제출함에 있어 저는 부서장들이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대한 저의 해석을 구
하고 있으며, 보다 특정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규정을 입안했을 당시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
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분명 이러
한 사항 각각에 대하여 최종적 법적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질문의 번호를 매기지 않았지만, 각각의 경우에 전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귀하의 서신에 기재된 순서대로 질문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1. ｢한국은행법｣ 제66조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출의 목적별 종류에 따라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충분하게 포괄적인 문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여신을 상환하는 당일에 방금 상환이 이루어진 약속어음에 사
용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용증서로 담보되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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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해 거래는 여신의 갱신으로 간주되어 제70조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
약속어음이 다른 신용증서로 담보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는 신규여신으로 간주되어
제7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75조의 ‘균형 있는 유가증권 구성(a well-balanced pertfolio)’이란 용어는 이후의 자
구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소유한 자산 또는 채권의 만기만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자산 또는 채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a). 제105조제(e)호의 ‘통할(supervise)’이란 용어는 예수기관으로서 계정을 통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에 더 이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4(b). 제105조제(g)호의 ‘조건과 방법(terms and manner)’이라는 문구는 금융통화위원회
가 정하는 매수 및 매도 환율이 정부가 결정한 공정 환율과 상당히 다를지라도 금융
통화위원회가 매수 및 매도 환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환율이 정부가 결정
하는 전체적인 환율제도의 틀 내에 있고 이와 보조를 맞출 것임을 의도한 것이었습
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데 2개의 다른 당국을 둘 의도는 분명히 없었으며 적어도 환
율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정책을 법적으로 인정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지배
적이었던 비정상적 환율제도로 인하여 한국은행법에 환율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
지만, 한국의 환율제도는 현재 실제로 그러하듯이 한국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금융기관이 자신의 계정에 외환을 보유하거나 모든 종류의 외환거래를 영위하는 것
을 허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
여는 ｢한국은행법｣ 제101조 및 제107조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금융
통화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 ｢일반은행법｣ 제22조의 의도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총액이 정기예금 또는 자본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불예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7. 금융기관의 신탁업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제15조와 제31조 외에 일반은행법의
어떤 조항이 관련될 수 있을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제24
조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은행의 신탁업무는 이들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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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5조는 원래 구대한금융조합연합회(FFA)와 금융조합(FA'S)을 염두에 두고 입안하
였는데, 현재는 한국농업은행(Korean Agricultural Bank)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이 금융기관의 비은행업무를 통상적으로 감독․검사하는 것
은 제 의도가 아니었고, 사실 저는 은행감독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러나 이러한 비은행업무가 금융기관의 건전성(solvency)을 훼손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에서는 은행감독부장의 통제권에 들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
한 상황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감독부장에게 해당 은행의 비은행업무 부문의
장부를 검사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 상
황하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25조에 따르면 은행의 비은행업무는 그 은행업무와 완전히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은행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9(a). 은행의 무담보대출이 불건전하게 팽창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30조에 따라 금융통
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옳은 절차일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위반은행에 무담보대출을 축소하거나 중
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대출이 ‘불건전하게’
실행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은행법 제27
조제9호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문제되는 대출이 지나치게 빨리 팽창하는 경우에 금융
통화위원회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격심한 인플레이션 압
력’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9(b). ｢일반은행법｣ 제27조제5호 및 제10호는 관련 기업의 주식 가치를 말합니다. 주식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두 호의
기본 목적은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자본참여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은 ｢일반은행법｣ 제34조, ｢한국은행법｣ 제30조
및 이 법률들의 다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이외에는 명령을 하거나 독
자적인 조치를 취할 독자적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감독부장은 한
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원 중 한 사람이지만 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법률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일반은행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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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 외에 은행감독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령 또는 요구를 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은 이것이 은행감독부장이 소극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
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감독부장은 개별 은행의 불건전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은행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선조치를 금융통화위원회에 권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많은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단
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은행이 그 업무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법적 명령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은행감독부장의 단순한 경고만으
로도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감독부장의 조언을 따르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
다. 사실 초안을 입안할 당시에는 은행감독부장이 법적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
통화위원회에 가야 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
로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위규 행위나 결함을 시정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
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위 답변이 불분명하게 여겨지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동안 한국은행에서 그곳의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
회가 없었던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내내 한국산업은
행에 매여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며,
/s/ Arthur I. Bloom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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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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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1. 한국은행에 이양할 조선은행 자산 ‧ 부채에 대한 조선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합의서

생산기관

한국은행, 재무부

생산시기

1950년 6월 2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847)

재무부장관(최순주)과 조선은행 총재(구용서) 간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11일 현재의 조선
은행 자산 ‧ 부채를 별도로 정한 기준과 계약에 따라 동년 6월 12일자로 인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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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리(財理) 제 21호
단기 4283년(1950년) 6월 9일
재 무 부 장 관
조선은행 총재 귀하

한국은행에 이양할 조선은행 자산 ‧ 부채에 대한 합의서 송부의 건

한국은행법 제118조에 의한 수제(首題)1) 합의서를 이에 송부하오니 선처하심을 요망함

첨 부 물
1. 합의서 1통

이

1) 공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제목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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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 한국은행에 이양할 조선은행 자산 ‧ 부채에 대한 조선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합의서

(첨부)

합 의 서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의 자산 부채를 별지 계약 및 그 기준에 의하여 단기 4283년(1950년)
6월 11일 현재 잔고로써 6월 12일자로 인수함에 합의함

단기 4283년(1950년) 6월 2일

재

무

부
최

조
총 재

선

장

관

순

주

은
구

용

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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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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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2.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 ‧ 부채 양도계약서｣

생산기관

한국은행, 조선은행

생산시기

1950년 6월 9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845)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토지, 건물, 미발행권, 대출금, 예금 등 자산 및 부채의 양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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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채 양도 계약서
조선은행(이하 갑이라 칭함)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그 자산 ‧ 부채를 한국은행(이하 을
이라 칭함)에 양도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아래 기재한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재무부장관과 조선은행 총재 합의로써 결정된 갑의 자산 ‧ 부채 및 이에 부속하는
이식1)채권(利息債權) 및 이식채무(利息債務)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갑은 갑의 남한 소재 8개 본지점(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목포, 광주, 전주, 인천)에
속하는 전조(前條) 자산 ‧ 부채는 단기 4283년(1950년) 6월 11일 현재 잔고로써, 갑의 일
본 소재 동경지점에 속하는 전조(前條) 자산 ‧ 부채는 한국은행 동경지점 업무개시 전일
(前日) 현재 잔고 (판독불가) 개시일에 을에게 양도한다. 단, 자산 중 토지, 건물, 지금
(地金) (판독불가) 비품, 소모품 등에 있어서는 별도 합의된 매매가격에 의한다.

제3조 갑은 양도 당일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미발행권(未發行券)은 모두 무상으로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 전3조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인계는 양도일 양도점(店)에서 갑을의 대표자 또는 대리
인 입회하에 실행한다.

제5조 양도의 자산 ‧ 부채 및 권리의무에 수반하는 수지(收支)는 6월 11일까지는 갑에 속하
고 6월 12일 이후는 을에 속한다.

제6조 예금의 미불(未拂)이식(利息) 또는 대출금의 기수이식(旣收利息), 미수이식(未收利
息) 등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 전 각조(各條)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 ‧ 부채는 양도 직후 정산하되, 을이 양도자산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액은 을이 한국은행법 제118조에 의하여 정부대상금계정으로 처리
할 때까지 을은 조선은행계정으로써 처리하기로 한다.

제8조 예금에 관하여는 갑, 을 연명으로 예금계승의 취지를 양도일에 각 예금자에게 통지
하기로 한다.
1) 이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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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출금은 모두 채권양도의 수속(手續)2)에 의하여 이를 인계하고 각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서는 을이 징구하기로 한다.
대출금에 부속하는 모든 담보물 및 관계서류는 을에게 인도하고, 담보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등기 수속은 을이 하기로 한다.

제10조 을은 갑의 직원 전부를 계속 채용하기로 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을은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 ‧ 부채 이외의 갑의 잔존 자산 ‧ 부채를 정
리 및 청산 또는 이 사무에 부수하는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갑의 명의로써 을에게 당좌
예금 또는 당좌대월 거래의 편의를 공여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서 본 문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유하고, 동 문서 1통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단기 4283년(1950년) 6월 9일
조

선

총재
한

은
구

국

총재

행

용
은

구

서 (날인)
행

용

서 (날인)

위를 승인함
조
감사

선

은
이

행

기

종 (날인)

2)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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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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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3.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자산 ‧ 부채 양도수속협정서｣

생산기관

한국은행, 조선은행

생산시기

1950년 6월 9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845)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도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세부사항에 대해 양 은행
간 체결한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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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채 양도수속 협정서
조선은행(이하 갑이라 칭함) 및 한국은행(이하 을이라 칭함)은 단기 4283년(1950년) 6월 9
일자 계약에 의하여 갑의 자산 ‧ 부채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그 수속을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1. 채권채무 양도양수는 6월 11일 현재 마감잔액으로써 마감 후 취급으로 실시한다.
2. 양도는 갑의 양도점(店)에서 갑점(店) 지배인 갑을 대표하고 그 차석자(次席者) 을을 대
표하여 실시한다.
3. 은행권은 권종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4. 소액 은행권은 권종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5. 사불수형(仕拂手形)1)은 권종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6. 국고예금은 계좌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7. 원조물자 특별예금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8. 갑이 을에게 이양할 예금계정은 아래의 처리를 한 후 각 과목(科目)별로 명세표를 작성
하여 인계한다.
(1) 당좌예금
가. 각 계좌별로 인계일까지의 이식2)(일시대월 타점권 과불(一時貸越 他店券 過拂))
을 계산하여 원금에서 차감한 후의 잔액으로써 인계키로 한다.
나. 갑은 인계일자로 당좌계정 계산서를 작성, 예금자에게 송부하여 승인장을 징구하
고 동(同) 승인장은 갑이 보관키로 한다.
다. 갑이 당좌계정 거래자에 기왕에 교부한 수표장용지는 을이 인수 후 가급적 신속
히 회수하고, 을의 수표장용지로 교환한다.

1)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에서 1916년 6월 12일 이후 조선은행 만주소재 점포에서 발행된 10전, 20전, 50전짜리
대용화폐로서 만주, 청도 및 시베리아 등에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에는 신규발
행이 중단되었다가 1932년부터 재발행 되었으며 다시 1937년에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중일 전쟁
이 발발되면서 조선은행권과 함께 일본 군용통화로 지정되어 조선은행 중국 북부와 중부 점포에서 발행된
은행권에 대신하는 액면가가 낮은 보조지폐의 일종이다(지불약정증권인 어음(手形)과는 다르다). - 역주
2) 이자(利子).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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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금자가 발행한 갑의 수표 또는 갑을 지불장소로 한 수형(手形)3)이 인계 후 지
불을 위하여 제시4)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예금 잔액고(殘額高) 내에서 지불하여
야 한다.
(2) 특별 당좌예금
5월 말까지는 각 계좌별의 반월 이적수합계고(利積數合計高)로써 미불이식(未拂利
息)을 계산하고, 6월 1일 이후 인계일까지는 인계총액에 대하여 일할계산으로 미불
이식을 계산하여(소득세를 공제치 않음) 가수금(假受金) 계정에 한국은행이양예금
미불이식으로 계상할 것
명세표에는 5월 말까지의 반월 이적수(利積數)를 기재할 것
(3) 정기예금
매 건별로 인계일까지의 이식(소득세는 공제치 않음)을 계산하여 명세표에 기재하
고, 미불이식 합계액은 가수금계정에 한국은행이양예금 미불이식으로 계상할 것.
단, 기한 경과분에 대하여도 기일에 불구하고 예수(預受)일부터 인계일까지 통산하
여(양단입(兩端入)5)) 약정율로써 계산할 것
(4) 통지예금, 별단예금은 정기예금, 특별당좌예금에 준한다.
전 각항의 예금 중 질권(質權) 설정 또는 각종 사고 신고6)(분실, 도난 등) 및 특약이
있는 분(分)은 질권자, 질권금액 또는 그 사유를 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9. 미국 공금예금(公金預金)은 계좌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미불이식은 예수일부터 인계일까지(양단입)의 이식을 계산하여 명세표에 기재하고 미불
이식 합계액은 가수금에 한국은행이양예금 미불이식으로 계상할 것
10. 갑이 을에게 이양할 미결제 환차수(換借受)7)는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11. 갑이 을에게 이양할 가수금은 매 건별로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12. 제3본지점 금원계정(金圓計定)미달액은 미달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3) 어음. 이하 같음 - 역주
4) 원문은 ‘정시(呈示)’ - 역주
5) 양편 넣기, 즉 예수일과 인계일을 산입하는 것 - 역주
6) 원문은 ‘계출(屆出)’ - 역주
7) 환 차입금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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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대상금(貸上金)8)(미주둔군 대상금 포함)은 계좌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미수이식(未收利息)은 인계일 분(分) 까지를 계산하여 명세표에 기재하고, 미수이식 합
계액은 가불금계정에 한국은행이양대상금 미수이식으로 계상할 것
14. 외자매입금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전액 인계한다.
15. 갑이 을에게 양도할 대출금계정은 아래의 처리를 한 후 각 과목별로 명세표를 작성하
여 인계한다.
(1) 수형대(手形貸)
가. 매 수형별로 6월 12일부터 수형기일까지의 이식을 계산하여 명세표에 기재하고,
미경과(未經過)이식 합계액은 가수금계정에 한국은행이양대출금 미경과이식으로
계상할 것
나. 기한 경과 수형에 있어서는 기일 익일부터 인계일까지의 연체이식(약정이율과 동
률)을 계산하여 명세표에 기재하고, 미수이식 합계액은 가불금계정에 한국은행이
양대출금 미수이식으로 계산할 것
(2) 당좌대월
가. 각 계좌별로 인계일까지의 이식을 계산하여 원가(元加)한 후의 잔액으로써 인계
키로 한다.
나. 갑은 인계일자로 당좌계정계산서를 작성, 예금자에게 송부하여 승낙장을 징구하
고, 동 승낙장은 을이 보관키로 한다.
16. 담보물은 아래의 처리를 한 후 인계한다.
(1) 자수형(子手形)
자수형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2) 채권양도(하곡(夏穀)자금, 석탄자금)
갑은 채권 재양도(再讓渡) 승인원(承認願)에 서명 날인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승낙서
는 을이 징구키로 한다.
(3) 보증채권
갑은 각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8) 국고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돈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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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가증권(일본국채, 주권(株券))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하고, 질권을 설정한 분(分)에 대하여는 질권자 명의변경 수
속을 취할 것
(5) 정기예금 담보
질권자 명의변경 수속을 취하여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한다.
(6) 담보물 또는 권리서류로서 그 보관을 취급점 이외의 갑의 본지점에 위탁중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세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7. 진체(振替)9)저금은 진체저금과(振替貯金課)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액을 인계한다.
18. 갑이 을에게 양도할 제(諸) 예치금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예치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첨
부 인계한다.
19. 갑이 을에게 양도할 미결제 환(換) 대여는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20. 갑이 을에게 양도할 가불금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를 첨부 인계한다.
21. 갑이 을에게 양도할 동산,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 후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1) 토지, 건물, 지금은(地金銀), 집기, 기구, 소모품은 현상대로 을에게 전부 인계하고
가격은 아래에 의한다.
가. 토지, 건물
재무부에서 기왕에 임명한 금융기관 고정자산 평가위원회의 9월 말 현재 사정가
격(査定價格)에 의할 것. 단, 4282년(서기 1949년) 10월 이후 추가된 분(分)에 대
하여는 갑의 취득가격에 의할 것
나. 지금(地金)은 1g10)당 2,100원으로 할 것
다. 지은(地銀)은 1g당 22원으로 할 것
라. 중화민국 주화는 갑의 취득가격으로 할 것
마. 기타 동산은 갑과 한국은행 설립위원장이 위촉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할 것
(2)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서류, 보험증권 및 권리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할 것
(3) 부동산에 대한 미경과보험료는 인계일까지 분(分)을 계산하여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합계액은 가불금계정에 한국은행이양 부동산미경과보험료로 계상할 것
9) 대체(對替) - 역주
10) 원문은 ‘와(瓦)’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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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갑이 을에게 양도할 외국화폐(경화(硬貨)11)에 한정함)는 종류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
도한다.
23. 갑이 을에게 양도할 미교환 타점권(他店券)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한다.
24. 갑의 각점이 보유한 타발추심어음(他發推尋手形)은 각 어음에 추심 위임 이서(裏書)를
한 후 추심어음명세표를 작성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단, 갑의 군산, 여수 양 지점분은
제외한다.
25. 갑의 당발추심수형(當發推尋手形) 중 미추심분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단, 갑
의 군산, 여수 양 지점분은 제외한다.
26. 을은 갑이 이양한 본지점 간 미달액 및 미결제 환 차수액(借受額) 범위 내에서 갑의 본
지점환 및 타점환을 이의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27. 갑의 군산, 여수 양 지점에 대한 송금환을 갑과 주식회사 상호은행(相互銀行)12)과의 협
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상호은행이 지불하고, 그 대전(代錢)13)을 을의 본점에 청구할
때에는 을은 전항 본지점 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이의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28. 보호예수는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한다.
29. 보험회사 대리점사무는 인계치 않는다.
30. 갑, 을 양행(兩行) 각점(各店)은 인계 인수한 자산 ‧ 부채의 계정별 명세표를 첨부하
여 각행 본부에 대전(代錢)을 이체하고 갑, 을 양행 본점은 각 점분(各 店分)을 일괄
정산하되, 을이 양도자산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액은 을이 한국은행법 제118조에
의하여 정부대상금 계정으로 처리할 때까지 을은 조선은행 구(口14)) 계정으로써 처
리하기로 한다.

11) 언제든지 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 - 역주
12) 일제강점기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조선무진주식회사가 1946년 4월 일반은행업무를 하게 되면서 개칭한
은행이다. 1950년 조선상공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54년 조선신탁은행과 합병하여 한국흥업은행이 되
면서 없어졌다. 한일은행의 전신 중 하나이다.
13) 대금 - 역주
14) ‘구(舊)’의 오기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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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금계정(미교환 타점분)의 전항 본부에 대한 이체 시 갑은 본지점 금원계정(金圓計定)
지불전표를 작성하고, 을은 원화(圓貨) 본지점계정 입금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미발행은행권은 권종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한다.
33. 각점 국고금계정은 계좌별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34. 공탁 유가증권은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35. 미사용 수표장 및 증서는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한다.
36. 갑의 동경지점(4283년(1950년) 5월 20일 개설) 자산 ‧ 부채(손익계정은 제외)는 전액을
전 각항에 준하여 인계하되, 인계는 을의 동경지점 업무개시 전일 마감잔액으로써 마
감 후 취급으로 실시한다.
37. 전항 인계인수 대전(代錢)은 계정 명세표를 첨부하여 각행 본부에 이체하고, 차액금은
양행 본점 간에서 수수(授受)키로 하되, 갑의 양도부채가 양도자산을 초과하였을 때에
는 제30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38. 주요 열쇠15)는 명세표를 작성하여 인도한다.
39. 각항 인계 명세표는 4통을 작성하여 갑, 을 양행 대표자 기명날인 후 제본하여 보관한
다(인계점, 인수점 및 양행 본부 각 1통씩 보관).
40. 갑은 인계사항에 필요한 예금자 인감, 서명감 및 대출금 권리 서류, 동 신청서 기타 필
요한 일체 서류에 목록을 첨부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41. 갑, 을 연명으로 신문(新聞) 및 거래자에 통지할 공고문 또는 통지문은 갑이 작성하여
공고 또는 통지키로 한다.
위 협정의 증거로서 본문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유하고 동 문서 1통은 재
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5) 원문은 ‘건(鍵)’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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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83년(1950년) 6월 9일
조

선

총재
한

은
구

국

총재

행

용
은

구

서 (날인)
행

용

서 (날인)

위를 승인함
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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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4. 조선환금은행과 한국은행의 ｢영업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생산기관

한국은행, 조선환금은행

생산시기

1950년 6월 9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846)

조선환금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등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합의서
1950년 ｢한국은행법｣의 제정 ‧ 시행으로 한국은행(외국부)이 종전 조선환금은행이 수행하
던 기능을 승계하고 정부, 법인 등이 예치한 모든 외환과 조선환금은행이 소유하는 모든
외환을 한국은행에 이관

283

Ⅴ.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및 조선은행 청산

영업양도 계약서
조선환금은행(이하 갑이라 칭함)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그 자산 ‧ 부채를 한국은행(이하
을이라 칭함)에 양도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아래 기재한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자산 ‧ 부채 일체 및 이에 부속하는 이식채권(利息1)債權) 및 이식채무(利息
債務)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갑은 전조(前條) 자산 ‧ 부채를 단기 4283년(1950년) 6월 11일 현재 잔고로써 6월 12
일자로 을에게 양도한다. 단, 자산 중 토지, 건물, 집기, 비품, 소모품 등에 있어서는 별
도 합의된 매매가격에 의한다.

제3조 전(前) 2조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인계는 양도일(讓渡日), 양도점(讓渡店)에서 갑, 을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실행한다.

제4조 양도의 자산 ‧ 부채 및 권리의무에 수반하는 수지(收支)는 6월 11일까지는 갑에 속하
고, 6월 12일 이후는 을에 속한다.

제5조 예금의 미불이식(未拂利息) 또는 대출금의 기수이식(旣收利息), 미수이식 등은 일수
계산에 의하여 정산한다. 단, 갑의 해외거래은행에 대한 미수이식은 전항 계산에서 제외
한다.

제6조 전 각조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 ‧ 부채는 양도 직후 정산하되 갑의 양도자산이 양도부
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금은 조선은행의 동의로써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에 양도
한 자산에 합산처리하기로 한다.

제7조 예금에 관하여는 갑, 을 연명으로 예금계승의 취지를 양도일에 각 예금자에게 통지
하기로 한다.

제8조 갑은 해외거래은행에 대한 제(諸) 예치금의 명의를 한국은행으로 변경 수속(手續)을
취하여야 한다.

1) 이자. 이하 같음 - 역주

284

4. 조선환금은행과 한국은행의 ｢영업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제9조 대출금은 일체 채권양도의 수속에 의하여 인계하고 각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서는 을
이 징구하기로 한다.
대출금에 부속하는 일체의 담보물 및 관계서류는 을에게 인도한다.

제10조 을은 갑의 직원 전부를 계속 채용하기로 한다.
제11조 영업양도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서 본 문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유하고, 동 문서 1통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단기 4283년(1950년) 6월 9일
조선환금은행 총재 구용서 (날인)
한 국 은 행 총재 구용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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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조선환금은행이 한국은행에 양도할 자산 초과액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전액을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에 양도한 자산에 합산처리 함으로써 조선은행이 소유한 조선환금은
행의 주식 청산을 완결한 것으로 합의함.

단기 4283년(1950년) 6월 9일
조선환금은행 총재 구용서 (날인)
조 선 은 행 총재 구용서 (날인)
위를 승인함.
조 선 은 행 감사 이기종 (날인)

286

5. 조선은행 폐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 간 자산 ‧ 부채 양수도

5. 조선은행 폐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생산기관

조선은행

생산시기

1950년 6월 11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248)

한국은행 설립과 함께 조선은행을 폐업하면서 발표한 구용서 조선은행 마지막 총재의 ‘조선
은행 폐업에 제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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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폐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조선은행 폐업에 제(際)하여
단기 4283년(1950년) 6월 11일
조 선 은 행
총재 구 용 서

우리 국민의 다년간의 숙원이었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족함에 따라 이에
조선은행은 이제 6월 11일로써 그 기구한 반세기의 역사의 종막(終幕)을 고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회고하건대, 일정(日政) 사십년간의 본행(本行)의 공죄(功罪)는 이에 고사(姑捨)하
고1) 해방과 함께 동행(同行)을 우리의 손으로 운영하게 된 이래로 신생 민국2)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제의 황파(荒波)속에서 대내적으로는 독립국가의 금
융중추기관으로서의 제반 체험(諸般体驗)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당행(當行)은
중앙은행 발족을 전제로 하는 내면 충실과 더불어 세계오열(世界伍列)과 나란히 할 수 있
는 체제의 정비에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언제나 대승적 견지에서 취사(取捨3))를 고려하여 왔으며
행원의 해외파견과 지점 해외진출의 효시로서의 동경지점 설치 등은 당행이 무엇을 기도
(企図)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일면 발권
은행으로서 군과정(軍過政4)) 또는 민국정부의 적자재정하에 당행이 부담한 중책(重責)과
아울러 과도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실무자로서 실로 험난한 애로에 봉착하였으나 큰 잘못5)
없이 금일을 맞이한 것은 오로지 혼란한 사회정세와 격심한 변천과중(変遷過中)에서 밖으
로는 정부당로(政府當路)를 비롯한 사회 각 방면의 지원과 안으로는 천여 직원의 합심단결
과 인내노력은 물론이요, 특히 동업자 각 금융기관의 이해있는 협조의 소산인 것이며 다시
이 자리에 경사(敬謝)6)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년간 국민의 염원이었던 명실상부한 신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설립이 완료되고
1) 말할 것도 없이 - 역주
2) 대한민국 - 역주
3) 취하고 버림 - 역주
4) 미군정기 - 역주
5) 원문은 ‘대과(大過)’ - 역주
6) 존경하고 감사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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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로서 조선은행은 종래의 중앙은행 기능을 신한은(新韓銀)에 인계함으로써 발전적인 해
소(解消)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선은행으로서 가장 원하는바 유종의 미라고 아
니할 수 없습니다.
현하(現下)7) 국내 경제 정세는 시급한 인플레이션 수습으로 안정을 지향하고 나아가 부
흥을 획기(劃期)8)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우리가 다년간의 신산(辛酸)9)과 고초로
쌓아온 우리의 업적을 신생 한국중앙은행에 인계케 됨에 대하여 무한한 환희를 느끼는 바
이며, 우리에 부과된 내일10)의 새로운 직책(職責)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앞날의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전진과 정성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기약함으로써 당행 종업
(終業)의 인사로 합니다.

7) 현재 - 역주
8) 새로운 기원을 여는 시기 - 역주
9)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역주
10) 원문은 ‘명일(明日)’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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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 청산

1. 조선은행 청산에 관한 건

생산기관

대한민국 정부(재무부)

생산시기

1952년 3월 28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167248)

재무부장관이 조선은행의 청산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및 조선은행청산준칙(안) 부의를
조선은행 총재에게 요청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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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리(財理) 제240호
단기 4285년(1952년) 3월 28일
재 무 부 장 관
조선은행 총재 귀하

조선은행 청산에 관한 건
단기 4283년1)(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공포된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조선은행
은 한국은행업무 개시일로 해산되었다고 간주(看做)되므로 조속히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별
지 조선은행청산준칙안을 부의하여 주시옵기 앙망(仰望)하나이다.

1) 원문은 ‘단기 4282년’(1949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기 4283년’(1950년)의 오기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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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 청산

2. ｢조선은행 청산준칙｣

생산기관

조선은행 주주총회

생산시기

1952년 4월 26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72)

조선은행 청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한 준칙으로 조선은행청산위원회 및 사무국
의 구성 및 역할, 정부의 청산사무 감독, 청산비용 부담, 청산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
본 준칙은 1952년 4월 26일 조선은행(청산법인)의 제1회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되었으며,
이 자료집에는 1952년 4월 30일 제1차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의사록에 첨부된 준칙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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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청산준칙
제1조 조선은행은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령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과 본 준칙에 의하
여 청산된다.

제2조 조선은행의 청산을 위하여 조선은행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원회’라 칭한다)와 사무
국을 한국은행에 둔다.

제3조 청산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을 둔다.
한국은행 총재는 위원장으로서 조선은행을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통할하며 상법 제417조
에 의한 청산인이 된다.
위원은 아래의 각 인(人)으로써 조직되어 위원장이 소집하는 위원회에서 청산에 관한 중
요한 방안을 결정한다.
재무부 이재국장(理財局長)
재무부 사세국장(司稅局長)
기획처 예산국장
심계원(審計院)1) 제1국장
법무부 법무국장
법제처 제2국장
관재청(管財廳) 처분국장
한국은행 부총재 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자 1명
기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인원

제4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원 약간 인을 둔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은 청산위
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위원장이 임명하며 청산위원회의 결의와 위원장의 지휘에 따
라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정부는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정부는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령하고 기타 청산의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962년 12월 헌법개정에 의하여 1963년 3월 감사원으로 개편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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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산비용을 조선은행이 부담하되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으
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상법
소정의 등기와 공고를 한다.

제8조 본 준칙 이외의 청산에 관한 세칙은 청산위원회가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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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 청산

3. ｢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생산기관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생산시기

1952년 4월 30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72)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 관련 세부 사항으로 청산위원회 ‧ 감사 ‧ 청산사무국의 구성, 역할
과 권한, 운영방법을 정하는 한편, 조선은행 청산비용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에 대해
규정

이 세칙은 1952년 4월 30일 제1차 조선은행청산위원회 결의로 제정되었으나, 동 제정
세칙이 입수되지 않아 이 자료집에는 1977년의 조선은행청산위원회 규정집에 수록된 세칙
(1975년 개정본)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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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제정 1952년 4월 30일
제1차 청산위원회 결의
개정 1963년 9월 13일
제46차 청산위원회 결의
개정 1971년 3월 20일
제78차 청산위원회 결의
개정 1972년 5월 10일
제83차 청산위원회 결의
개정 1975년 10월 17일
제97차 청산위원회 결의

제1장 청산위원회
제1조 청산위원회는 조선은행청산준칙 제3조에 의한 위원으로써 구성되어 청산에 관한 중
요한 안건을 심의결정한다.

제2조 청산위원회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청산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청산위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 청산위원회 위원은 위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청산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산위원장은 지체없이 청산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 청산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일
(會日)의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8

3.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제5조 청산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청산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방법
에 의할 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청산위원회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 못할 경우에는 그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자로 하
여금 청산위원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위원장은 청산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청산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할 청산에 관한 사항은 청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를 결정
한다.

제8조 한국은행 총재는 청산위원장이 되며 조선은행 청산인으로서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통할한다.

제9조 청산위원장 유고시에는 청산위원인 한국은행 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10조 청산위원회에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법률고문은 청산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법률고문은 청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2장 감 사
제11조 감사는 상법, 정관,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은행의
청산사무를 감사(監査)1)한다.

제12조 감사는 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3장 청산사무국
제13조 조산은행 청산사무국을 한국은행에 둔다.
제14조 청산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원 약간(若干) 인을 둔다.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최장 60세로 하고 직급별 정년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원문은 ‘監事’로 되어 있으나 이는 ‘監査’의 오기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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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국장은 청산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위원장이 임명하여 청산위원회의 결
의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사무국장은 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16조 사무국원은 청산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청산위원장은 사무국원 중에서 사무국 차장 및 사무국장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사무국 차장이 이를 대리하며 사무국 차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
대리가 이를 대리한다.

제4장 경 리(經理)
제18조 조선은행의 청산경비 취급규정 및 경비예산은 청산위원회가 별도로 이를 정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조선은행의 청산비용은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
부터 일시 차입한다.

제20조 청산위원, 감사,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회의수당(거마비)을 지급
한다. 단, 청산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청산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세칙은 1975. 10. 1. 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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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청산

4. 제1차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의사록

생산기관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생산시기

1952년 4월 30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72)

1952년 4월 30일 개최된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동 회의에서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을 제정(제1호 안건)하고 청산위원회 사무국
장(이기종)을 선임(제2호 안건)
이 의사록 별첨자료로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안)｣이 의안 제1호로 수록되어 있는
데 동 자료는 의결된 제정 세칙이라기보다는 심의 ‧ 의결을 위해 제출된 세칙(안)일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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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85년(1952년) 4월 30일

제1차 청산위원회 의사록
조선은행청산위원회
— 일

시

4285년(1952년) 4월 30일 상오(上午)1) 10시~12시

— 장

소

한국은행 회의실

— 참석위원

위원장(한은총재), 재무부 이재국장(理財局長), 재무부 사세국장(司稅局長),
기획처 예산국장, 심계원(審計院)2) 제1국장, 법무부 법무국장(대리출석), 법제
처 제2국장, 관재청(管財廳) 관리국장, 관재청 처분국장, 한은 송(宋) 부총재,
조흥은행장 박흥식(대리출석), 감사 하(河) 금련(金聯)3) 회장

○ 위 원 장 지난번(過般) 주주총회에서 재무부장관 제청에 의하여 본인이 조선은행청산위

원장으로 되었고 여러분은 청산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오늘 제1차 청산위원회
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청산준칙(淸算準則)｣ 제8조에 의거하여 세칙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보다 먼저 준칙 제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조흥은행 은
행장과 박흥식 두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은행 부총재 중 한국은
행 총재가 지명하는 자로서 본인은 송인상(宋仁相) 부총재를 위원으로 지명하
였다. 또한 감사는 지난번(過般) 주주총회에서 개선(改選)4)한바 하(河) 금련(金
聯) 회장이 선임되었다. 그러면 세칙을 축조토의(逐條討議)하여 주기 바란다.
(축조낭독)
전문 20조 중 1, 2, 3, 4, 6, 11, 14, 15조는 원안대로 가결되고 나머지 조항은
각각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1) 오전 - 역주
2) 1962년 12월 헌법개정에 의하여 1963년 3월 감사원으로 개편됨 - 역주
3) 금련(金聯)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줄임말 - 역주
4) 바꾸어 선임하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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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관하여)

○ 이재국장 위원회의 위원수는 기수(奇數)5)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본 위원회는 우수(偶

數)6)로 되었으니 의결에 있어서 불합리가 없을 것인가
○ 송부총재 위원수는 우수이나 개중(個中)7)에는 출석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반드시

우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모순은 없을 것이다.
○ 위 원 장 청산위원회의 대리출석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임장을 요하게 한 것은 대단히

빡빡한 감이 있으나 원래는 위원 자신이 출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자
로 하여금 출석케 하고자 한 것이다.
○ 송부총재 여기 위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정부에서도 가장 바쁘신 국장들이므로 사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장을 대리출석케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설정한 것이다.
○ 법제처 제2국장 대리출석의 규정은 해석상 관계없는 자는 대리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결의)
(제7조에 관하여)

○ 송부총재 청산에 관한 안건은 대체로 전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나,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결정하여 해당사항은 기필(期必) 위원회에 부의하게
한 것이다.(원안대로 통과)
(제8조에 관하여)

○ 법제처 제2국장 청산인은 위원장 1인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인

가 또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이점을 명확히 하자.

5) 홀수 - 역주
6) 짝수 - 역주
7) 그 가운데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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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총재 청산위원 임명방식으로서는 위원 전원을 청산인으로 하여 일일이 등기함이

원칙일 것이다.
조선은행 청산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많고 그러므로 정부의 관계부처
청의 국장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자연 위원수도 많아졌는바 현재 관직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서 등기하고 설사 관직을 떠나더라도 위원으로 하는 것도 하
나의 방식이겠다.
그러나 이분들을 모두 등기하면 경질 시마다 일일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수속을 취하여야 하므로 등기상 청산인은 위원장 1인만으로 하고,
이 청산인은 위원회의 결의 없이는 모든 중요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다.
○ 위 원 장 법적으로 대외 책임을 위원장 1인만이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행위는 위원회의 결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의 책임이라면 대내적으로 또는 도의적 책임일 것이다.(원안대로 통과)
(제9조에 관하여)

○ 이재국장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는 위원이 아닌데 청산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가.
○ 송부총재 본 조항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여도 좋겠다.
○ 위 원 장 본 조항에 있어서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또는 부총재 중 1인으로 하여금｣을

｢청산위원인 한국은행 부총재로 하여금｣으로 수정하자.(전원 합의로 가결됨)
(제10조에 관하여)

○ 송부총재 본 조는 법률고문(法律顧問)에 관한 것인데 청산위원회로서는 법률가도 많으

므로 별도로 법률고문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실은 사무국에서 법률고문을
두어 수시 문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규정한 것으로서 본 건을 ｢청산위원회｣
의 장에 규정한 것은 좀 이상하지만 실정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
었으면 좋겠다.
이에 적임자로는 청산준비사무를 처음부터 맡아 본 분이 있다.(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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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관하여)

○ 법제처 제2국장 ｢감사는 …… 단, 표결권은 없다｣의 규정은 당연한 것이니 ｢표결권은

없다｣의 문구는 필요없지 않을까.
○ 위 원 장 제10조에도 그런 말이 있으니 좀 어색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떠한가.8)(원안대

로 가결)
(제13조에 관하여)

○ 법제처 제2국장 준칙과의 관계도 있으니 ｢조선은행 청산사무국을 한국은행에 둔다｣로

수정함이 좋지 않을까.(수정안대로 가결)
(제16조에 관하여)

○ 기획처 예산국장 청산준칙에는 사무국원은 청산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하

기로 된 것을, 본 세칙에는 위원회 결의를 요(要)치 않고 위원장이 임명하기
로 하고 있는데 체제상 어떠할까.
○ 송부총재 본 조항은 원래 준칙대로 규정할 성질의 것이었으나 사무국의 직원은 한국은

행의 직원으로서 충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청산위원회의 결의
를 요하게 하면 오히려 번잡할 것 같아서 청산위원회에서 사무국원의 임명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하여 이런 조문이 된 것이다. 단, 청산
준칙을 결정할 때에 당초의 조건으로 재무부 및 관재청 직원 중에서 각각 1
명씩을 사무국원으로 임명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재무부 및 관재청은
그에 해당하는 국원(局員)을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 사세국장 재무부나 관재청에서의 사무국원 파견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 송부총재 당초의 조건이 그러하였으므로 파견하여 줌이 좋겠다.(원안대로 통과)

8) 원문은 ‘약하(若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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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관하여)

○ 법제처 제2국장 제1항의 ｢사무국 차장 또는 사무국장 대리｣는 동 조 제2항 조문에 비

추어 ｢사무국 차장 및 사무국장 대리｣로 수정함이 좋겠다.(수정 제의대로 통과)
(제18조에 관하여)

○ 송부총재 조선은행 청산사무 집행에 있어서는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경비지출에 있어

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청산경비취급규정과 경비예산을 별도로
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고자 한다.(원안대로 통과)
(제19조에 관하여)

○ 기획처 예산국장 본조에는 ｢정부의 승인｣으로 되어 있고 전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으로 되어 있는데 체제상 통일함이 좋지 않을까.
○ 송부총재 용어에 있어서 정부와 재무부장관의 두 가지로 나누어 있음은 좀 이상하지만

청산에 있어서 정부의 보상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기획처장의 승인이 필요
하므로 여기에서 정부라 함은 재무부장관뿐 아니라 기획처장, 기타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쓴 용어이다.(원안대로 통과)
(제20조에 관하여)

○ 송부총재 ｢직무수행에 대한 실비(實費) 범위 내의 수당｣이라 함은 사무국원은 본직(本

職) 업무를 겸임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보수
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급료는 본직에 있어서 받을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실비 범위 내｣의 용어를 쓴 것이다.
○ 위 원 장 수당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뿐 아니라 청산위원, 감사, 법률고문에게도 지급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조를 ｢청산위원, 감사, 법률고문,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
으로 수정하자.(수정 제의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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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선임 제의에 관하여)

○ 위 원 장 청산사무를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적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 적임자가 있다. 그 분은 이기종(李璣鍾)씨인데 지난번(過般)
주주총회 때까지 조선은행 감사로 있다가 형편상 사임한 분으로서 조선은행
계리(計理)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하며 또한 조선은행 청산준비사무를
취급하여 온 분이다. 이분을 운용세칙 제15조에 의한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의한다.(원안대로 통과)
위와 같이 다른 것이 없음9)을 인증함
단기 4285년(1952년) 5월 14일
위 원 장

9) 원문은 ‘우와 여히 상위무함(右와 如히 相違無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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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위원회 부의안 제1호
단기 4285년(1952년) 4월 30일
청 산 위 원 회
위원장 김 유 택
청산위원회 위원 여러분10) 귀하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결정에 관한 건
｢조선은행 청산준칙｣ 제8조에 의하여 별첨 ｢운용세칙｣을 심의결정할 것을 제의함

10) 원문은 ‘각위(各位)’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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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제1장 청산위원회
제1조 청산위원회는 조선은행 청산준칙 제3조에 의한 위원으로써 구성되어 청산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결정한다.

제2조 청산위원회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청산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청산위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조 청산위원회 위원은 위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청산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산위원장은 지체없이 청산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 청산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일
(會日)의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청산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청산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방법
에 의할 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위원회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 못할 경우에는 그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자로 하
여금 청산위원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위원장은 청산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청산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할 청산에 관한 사항은 청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를 결정
한다.

제8조 한국은행 총재는 청산위원장이 되며 조선은행 청산인으로서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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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산위원장 유고시에는 청산위원인 한국은행 부총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10조 청산위원회에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법률고문은 청산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법률고문은 청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2장 감 사
제11조 감사는 상법, 정관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은행의
청산사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 감사는 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3장 청산사무국
제13조 조선은행 청산사무국을 한국은행에 둔다.
제14조 청산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원 약간 인을 둔다.
제15조 사무국장은 청산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위원장이 임명하며 청산위원회의 결
의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사무국장은 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16조 사무국원은 청산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청산위원장은 사무국원 중에서 사무국 차장 및 사무국장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사무국 차장이 이를 대리하며 사무국 차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
대리가 이를 대리한다.

제4장 경 리(經理)
제18조 조선은행의 청산경비 취급규정 및 경비예산은 청산위원회가 별도로 이를 정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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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선은행의 청산비용은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
부터 일시 차입한다.

제20조 청산위원, 감사, 법률고문,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대한 실비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청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정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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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청산준칙11)
제1조 조선은행은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령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과 본 준칙에 의하
여 청산된다.

제2조 조선은행의 청산을 위하여 조선은행 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원회’라 칭한다)와 사무
국을 한국은행에 둔다.

제3조 청산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을 둔다.
한국은행 총재는 위원장으로서 조선은행을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통할하며 상법 제417조
에 의한 청산인이 된다.
위원은 아래의 각 인(人)으로써 조직되어 위원장이 소집하는 위원회에서 청산에 관한 중
요한 방안을 결정한다.
재무부 이재국장(理財局長)
재무부 사세국장(司稅局長)
기획처 예산국장
심계원(審計院) 제1국장
법무부 법무국장
법제처 제2국장
관재청(管財廳) 처분국장
한국은행 부총재 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자 1명
기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인원

제4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원 약간 인을 둔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은 청산위
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위원장이 임명하며 청산위원회의 결의와 위원장의 지휘에 따
라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정부는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정부는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령하고 기타 청산의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조선은행 청산위원회는 ｢조선은행 청산준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여기 첨부된 ｢조선은행 청산준칙｣은
청산위원회 부의안 제1호(조선은행청산위원회 운용세칙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참고자료로 첨부된 것임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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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산비용을 조선은행이 부담하되 미리 정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으
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상법
소정의 등기와 공고를 한다.

제8조 본 준칙 이외의 청산에 관한 세칙은 청산위원회가 결정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위원회 부의안 제2호
단기 4285년(1952년) 4월 30일
청 산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유 택

청산위원회 위원 여러분12) 귀하

청산위원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건
｢청산준칙｣ 제4조, ｢청산위원회 운용세칙｣ 제15조에 의한 조선은행 청산위원회 사무국장을
아래와 같이 선임할 것을 제의함

이 기 종(李 璣 鐘)

12) 원문은 ‘각위(各位)’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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