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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조례｣(대한제국 광무 5년 칙령 제4호)

1

대한중앙은행

1. ｢화폐조례｣(대한제국 광무 5년 칙령 제4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1년 2월 12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조선시대 말기(1890년대) 일본 등 외국의 화폐가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상황에서 1897년
출범한 대한제국이 통화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1년 2월 12일에 공포한 칙령
화폐의 제조와 발행이 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고(제1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여 순금 2푼(分)을 가격의 기본단위로 정함
화폐단위를 종전의 냥(兩)‧푼(分)‧전(錢)(1냥=10푼, 1푼=10전)에서 환(圜)‧전(錢)(1환=100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화(3종), 은화(2종), 백동화, 적동화 등 7종류의 화폐를 법화로
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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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호｣

화폐조례
제1조 화폐의 제조와 발행의 권한은 정부에 속한다.
제2조 금(金)화폐의 순금 무게[量目]1)는 2푼(分)으로써 가격의 단위를 정하고 이를 환(圜)
이라 칭한다. 단, 화폐 산칙(算則)은 50전을 반환(半圜)이라 칭하고 100전을 1환이라 칭
한다.

제3조 화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금(金) 화폐

20환(圜)
10환(圜)
5환(圜)

은(銀) 화폐

반환(半圜)
20전(錢)

백동(白銅) 화폐

5전(錢)

적동(赤銅) 화폐

1전(錢)

1) 중량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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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조례｣(대한제국 광무 5년 칙령 제4호)

제4조 화폐 모양[式樣]과 품위(品位)2)및 무게는 아래와 같다
경곡척
(經曲尺)
20환(圜)

20환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본위금화

10환(圜)

10환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5환(圜)

5환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반환
(半圜)

반환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보조은화

20전(錢)

20전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보조
백동화

5전
(錢)

5전

무 게
합성
(合性)
경곡척
(經曲尺)

보조
적동화

1전
(錢)

1전

무 게
합성
(合性)

9푼5리
4전4푼4리4모
46g6665
순금900푼
동합금[參和銅] 100푼
7푼
2전2푼2리2모
28g3333
순금900푼
동합금 100푼
5푼6리
1전1푼1리1모
14g1666
순금900푼
동합금 100푼
1촌02리
3전5푼9리4모
23g4783
순은800푼
동합금 200푼
7푼4리
1전4푼3리7모
75g3914
순은800푼
동합금 200푼
6푼8리
1전2푼4리4모
14g6654
동합금 750푼
니켈 250푼
9푼2리
1전9푼
008g280
동 980푼
아연 10푼
주석 10푼

2) 금화나 은화가 함유하고 있는 금 ‧ 은의 비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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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화폐 주조에 오차[公差]가 있어 통용 중 최경중량[最輕量目]은 20환 금화폐는 4전
4푼2리(釐)가 되고 10환 금화폐는 2전2푼1리가 되고 5환 금화폐는 1전1푼5모(毛)까지
된다.

제6조 금화폐는 그 액수에 제한이 없이 법화로 삼고 은화폐 10환까지와 백동 및 적동화폐
1환까지 한정하여 법화로 삼아 통용한다. 단, 수수하는 자가 서로 승낙[肯諾]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금화폐 마손(磨損)3)과 통용 최경중량에 미달하는 것, 은화폐와 백동 및 적동화폐에
심한 마손이 있는 것, 기타 유통에 불편한 화폐는 그 액면 가격에 따라 교환[引換]하되
그 교환하는 규칙은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부령(部令)으로 정한다.

제8조 화폐의 형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주조한[私造] 화폐는 통용하지 못한다.
제9조 금을 수납하여 금화폐의 제조를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그 청구를
허락[應許]한다.

제10조 종래 발행하던 1냥(一兩) 은화폐, 2전5푼 백동화폐, 5푼 적동화폐, 1푼 황동화폐는
종래와 같이[仍舊] 통용한다.

제11조 위 신식 금은화폐 발행과 종래 발행하던 5냥 은화폐, 1환 은화폐, 당오전, 1푼 엽
전 교환과 금을 수납하여 금화폐 제조를 청구하는 것에 관한 규칙은 탁지부대신이 부령
으로 정한다.
광무5년(1901년) 2월 12일 봉칙(奉勅)
의정부 의정서리 찬정 탁지부대신 민병석

3) 마찰에 의하여 쓸리어 닳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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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1

대한중앙은행

2. ｢중앙은행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3년 3월 24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대한제국은 통화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1년 2월에 공포한 ｢화폐조례｣에 이어 태환은행
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1903년 3월 24일 ｢태환금권조례｣와
함께 본 조례를 공포
중앙은행은 자본금 3백만환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 이사
2인 및 감리원 5인 이하를 두되 총재와 부총재는 황제가 임명하고, 중앙은행권인 태환금권
의 독점적 발행권(제9조제2항)과 국고금 출납 및 국세사무 관장권(제9조제1항)을 부여
이후 ｢대한중앙은행정관｣을 공표하고 1903년 8월 23일 고종황제가 총재(심상훈)와 부총재
(이용익)를 임명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인해 대한중앙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는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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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8호｣

중앙은행조례
제1조 중앙은행은 유한(有限)한 책임이니 본 은행에서 부채를 변상할 때에는 주금[衿金]1)
총수(摠數)로 한정한다.

제2조 중앙은행 본점은 황성(皇城)2)에 설치하고 지점과 분지소(分支所)는 각 부(府)와 각
항(港)과 기타 긴요한 지방에 설치하고, 또 타 은행과 거래하는 체약(締約)을 할 수 있
다. 단, 그 이유와 현행(現行)하는 규칙은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인가를 받는다.

제3조 중앙은행 영업 연한은 개업일로 시작하여 만30년으로 정하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
라 영업연기를 청원할 수 있다.

제4조 중앙은행 자본금은 300만환(圜)으로 정하고 6만주로 나누어 1주[衿]당에 50환으로
정한다. 단, 주주[衿主]의 결의로 주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5조 중앙은행 주권[衿券]은 주주 성명을 기재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모집하고 매매
양여(讓與)3)도 국내인 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제6조 중앙은행 주주는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7조 자본금 총액의 5분의 1, 60만원(元)이 수취된 후에 영업을 개시한다. 단, 주금을 수
취하는 규칙은 본 은행에서 정한다.

제8조 중앙은행은 순이익금 내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공제[叩除]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최소 10분의 1은 적립금[積儲金]으로 하여 혹시 자본금 손실 또는 분배금 부족이
발생할 때 보충한다.

1) 금금(衿金)은 주식(株式) 한 주의 값으로 정한 금액을 이르는 말이므로 주금으로 표현하였음 - 역주
2) 황제가 있는 수도 서울, 즉 당시 한성 - 역주
3)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남에게 넘겨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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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8호)

제9조 중앙은행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 출납(國庫金出納)과 해관세(海關稅) 및 기타 제반 세금 수봉(收奉)4)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되 탁지부에 관유(關由)5)한다.
2. 태환금권(兌換金券)을 발행하는 권한은 본 은행이 전임 담당한다. 단, 태환금권 조례
는 별도로 정한다.
3. 정부가 발행하는 금은표(金銀票), 환표(換票) 기타 상업표(商業票)를 매입 및 할인[內
減貸與]한다.
4. 금은을 매매하며 신구화폐를 교환한다.
5. 제 예치금을 회계하며 화폐 및 제 증권류(證券類)의 예치를 보호한다.
6. 공채증서(公債証書)와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증서를 전당(典當)6)하고 임시 또는 정기
로 대여(貸與)한다.

제10조 중앙은행은 전조에 기재한 사업 외에 다음에 게재한 조건은 관섭(關涉)하지 못한다.
1. 부동산 및 본 은행과 그 밖의 다른 은행, 제회사 주권을 전당 대여하거나 또는 매입
하지 못한다.
2. 본지점 및 분지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에 부동산 소유주가 되지 못한다.

제11조 중앙은행 영업시간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공통으로[共同] 미리 정하거나[原定] 임시
휴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10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단, 여러 가지[諸般] 금액지발7)(金額支撥)의 기일이 휴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翌日]
로 정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표증[諸般票証]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국고금출납과 각 세액 수봉(收捧)과 신구화폐교환에 관한 제경비 등은 탁지부대신
이 중앙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중앙은행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2인으로 종리(綜理)8)하고 감리원 5인 이하
를 둔다.
4) 세금을 징수함 - 역주
5) 공문을 경유함 - 역주
6) 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주고 꾸어 씀 - 역주
7) 지불(支拂), 돈을 내어 줌 - 역주
8) 빈틈 없이 조리 있게 처리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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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총재는 칙임(勅任)9)하고 부총재는 칙임
혹 주임(奏任)10)이니 임기 내 다른 관직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16조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되, 임기 내에 타 은행이나 제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 총재와 부총재는 본 은행 주금 200주 이상 소유인으로 임명하고, 이사는 본 은행
주금 150주 이상 소유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선거하여 탁지부 대신이 명령하고, 감리는
본 은행 주금 100주 이상 소유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한다.

제18조 탁지부대신이 때때로 감사과원을 중앙은행에 파송하여 여러 가지(各般) 사무를 감
시할 수 있다.

제19조 중앙은행은 본지점 및 분지소(分支所) 영업상 각종 형편을 조사하여 매년 6월, 12
월에 주주결의를 거친 후 탁지부대신에게 보고한다.

제20조 중앙은행은 본 조례에 따라 본 은행 정관을 작성[繕]하여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
고, 혹 개정 증삭(增削)11)할 경우에는 주주의 결의로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는다.

제21조 탁지부대신은 중앙은행 제반 업무를 감독하되 그 영업상에 조례와 정관과 내규에
어긋나지 못하게 한다.

제22조 이 조례를 개정 증삭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반포한다.
광무7년(1903년) 3월 24일
봉칙(奉勅)
의정부 의정12) 이근명

9) 관리 최고 관등으로 칙임관은 4등급으로 나누어짐 - 역주
10) 칙임관 다음의 관등으로 주임관은 6등급으로 나누어짐 - 역주
11) 첨삭 - 역주
12) 의정부의 수석대신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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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환금권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9호)

1

대한중앙은행

3. ｢태환금권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9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3년 3월 24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1903년 3월 24일 통화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제국이 공포한 ｢중앙은행조례｣ 제9조제2
항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의 칙령으로 공포
중앙은행은 1환, 5환, 10환, 50환, 100환 등 5종의 태환금권을 발행하고(제3조), 동 태환금권
은 조세, 기타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며(제4조), 중앙은행은 태환금권 발행액에 대해 동액의
금화나 금괴를 보유해야 하며(제2조) 본‧지점에서 언제든지 금권의 교환에 응해야 함(제6조)
이 조례도 대한중앙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은행조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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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9호」

태환금권조례
제1조 태환금권(兌換金券)은 중앙은행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동 은행에서 발행하며 금
화로써 태환한다.

제2조 중앙은행은 태환금권 발행액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및 금괴를 저치(貯置)1)하고 그
교환의 준비를 한다.
중앙은행은 전항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통화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탁
지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부발행 공채증서, 탁지부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및 상업표를
보증하고 태환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태환금권의 종류는 1환, 5환, 10환, 50환, 100환 5종으로 정하고 각종의 발행하는 액
수는 탁지부대신이 정한다.

제4조 태환금권은 조세, 해관세(海關稅)와 기타 주고받는 데에 거리낌 없이 통용된다.
제5조 태환금권의 제식도형(製式圖形)2)은 탁지부대신이 정하되 그 표본은 발행기일 전에
해당 대신이 일반에 고시한다.

제6조 태환금권 교환을 청하는 자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한 내에 언제든
지 태환할 수 있다. 단, 지점은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때까지는 그 태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금화로 태환금권 교환을 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한다.

제8조 탁지부 대신은 중앙은행에 감사과원(監査課員)을 때때로 파송하여 태환금권의 발행
한 액을 조사한다.

1) 저축하거나 저장하여 둠 - 역주
2) 정해진 양식과 도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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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환금권조례｣(대한제국 광무 7년 칙령 제9호)

제9조 태환금권이 염오손상(染汚損傷)3)하여 주고받는 데 불편한 것은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한다.

제10조 태환금권 위조자와 그것이 위조임을 알면서도 행사하는 자의 죄는 형법 사위소간
율(詐僞所干律)4)에 의하여 처단한다.
광무 7년(1903년) 3월 24일
봉칙(奉勅)
의정부 의정 이근명

3) 오염되거나 손상된 것 - 역주
4) 1905년에 공포된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 제4장의 내용을 말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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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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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중앙은행정관｣

1

대한중앙은행

4. ｢대한중앙은행정관｣

생산기관

미상(대한제국 정부로 추정)

생산시기

1903년 3월
(1903년 3월 24일 공포한 ｢중앙은행조례｣와 동시 또는 이후로 추정)

자료소장

국사편찬위원회

1903년 3월 24일 공포된 ｢중앙은행조례｣ 제21조에 중앙은행의 정관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제국정부(탁지부)가 동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한중앙은행정관｣도 동시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대한제국이 발표한 정관의 원본 또는 사본은 전해지지 않음
다만, 1903년 3월 24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에 대해 1903년
3월 30일 재한국일본공사가 공문 제63호를 보내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1945년 일제
패망 후 동 공사관 건물에서 위 공문 제63호 작성을 위한 내부 검토서류(총 35쪽)가 발견되었
는데 동 검토서류에 ｢중앙은행조례｣,｢태환금권조례｣ 등과 함께 ｢대한중앙은행정관｣의 일본
어 필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음
따라서 일본 공사관 건물에서 입수된 ｢대한중앙은행정관｣ 일본어 필사본이 대한제국 정부(탁지
부)가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한중앙은행정관｣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여 본 자료집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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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은행정관
제1장 은행 조직
제1조 중앙은행은 유한 책임으로 본 은행의 부채 변제를 위해 주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주금에 그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중앙은행의 본점은 경성에 설치하고 지점 출장소는 주요 지방에 설치한다. 또한 다
른 은행과 ｢코레스폰던스｣계약1)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은행의 영업연한은 30년으로 한다. 단, 주주의 결의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2장 자본금 및 적립금
제4조 중앙은행의 자본금은 1500만냥(일본화 300만엔)이고, 이를 6만주로 나누어 한 주당
금액을 250냥(일본화 50엔)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5조 중앙은행의 주권은 기명권으로 한다.
제6조 자본금 총액의 5분의 1, 즉 300만냥을 입금하면 개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신장으로 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 잔액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주권은 주식장부를 준비하여 기입해야 한다. 만약 매매 및 양도할 때는 쌍방이 연서
(連署)함으로써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순이익 총액에서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잔액의 10분의 1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1. 자본금 손실 보충
2. 배당금 부족분 보충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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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은행의 영업
제10조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가 발행한 어음[手形],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 등의 할인 또는 매입
2. 지금은(地金銀) 및 사금(砂金) 매매
3. 금, 은 또는 지금은(地金銀)을 담보로 한 대출
4. 거래처인 제 회사, 은행 및 상인의 어음금 징수
5. 제반 예금 또는 금, 은 및 귀금속의 보호예치
6. 공채증권, 정부발행 어음 및 기타 정부가 보증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당좌대월[勘定]
또는 정기 대부

제11조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제반의 영업은 할 수 없다.
1. 본 은행의 주권에 대한 대출 또는 취득
2. 본지점 및 출장소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

제4장 실제보고 및 이익 분배
제12조 중앙은행은 결산기인 매년 6월 및 12월 말에 계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
고서 및 이익분배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중앙은행의 손익계산은 총 이익금에서 제반 지급이자, 경비 및 기타 손실금을 제외
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한다. 또한 다음 기준에 따라 적립금과 임원의 상여금을 제외한
잔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순이익금의 10분의 1 적립금
2. 순이익금의 10분의 1 임원의 상여금

제14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2개 사[二種] 이상의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15조 중앙은행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탁지부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직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총재 1명, 이사 4명, 감사역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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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재는 본 은행 주식 200주, 이사는 150주, 감사역은 100주 이상을 직접 소유하며,
평의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대한정부가 이를 인가한 후 취임한다.
임기는 총재 5년, 이사 4년, 감사역 3년으로 한다. 단, 재선 가능하다.

제18조 총재는 매 반기마다 통상평의회를 소집하고, 총재가 임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평의회를 소집한다. 또한 주주총회는 감사역 전원 또는 평의원의 절반 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총재에게 개회를 요청할 경우 임시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회원은 총회가 소집되는 60일 전부터 계속 10주 이상을 소유 중인 자에 한정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원의 대리 위임된 자 이외에 (판독불가)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단,
한 명이 (판독불가)명 이상의 대리가 불가능한 평의원은 선거 및 권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총재는 중역집회,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한다.
제20조 중역회에서는 제반 규칙을 논의하여 정하고 임원의 일반적인 임면(任免) 및 담당
직책에 대한 승진, 강등을 정한다.

제21조 감사역은 이 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반 계산서, 분배업무 등을 검사하여 주주총
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은 20명으로 하며 2년마다 개선을 통해 그 절반 수를 교체한다. 단, 첫 회
교체인원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제23조 평의원은 주주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24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10명 이상, 이사 및 감사역 각 절반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회한
다. 평의원회에서는 총재가 의장이 되며, 총재 사고 시 총재가 지정한 이사가 대리한다.

제25조 평의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재, 이사 및 감사역을 선출한다.
제26조 평의원회는 매 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회의에서 정한 이익배당 준비금 및 임원의 상
여금 등을 인가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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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주총회
제27조 주주총회의 회원은 총회 60일 전부터 10주 이상을 소유 중인 자에 한정한다.
제28조 주주총회에서 회원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다. 단,
한 명이 10명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29조 주주총회의 회원(대리인 포함)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무효
가 된다. 단, 제1차 회의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시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제2차 회의를 소집하고 제2차 회의에서도 정족수가 차지 않았을
경우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소집장에는 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는 평의원 선출, 정관 개정, 자본금 증감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주주총회는 창립총회 때와 전조 외에 다음의 경우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 반(半)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청구할 때
3. 주주총회의 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청구할 때

제32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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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약
제1조 재정 정리, 금화본위제도 시행 및 상공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중앙은행을 창
립하고 해당 은행조례는 칙령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발포한다.

제2조 본 은행은 주식 조직으로서 대한신민이 아닌 자가 주권을 매매 및 양도하는 것을 금한다.
제3조 본 은행의 영업연한은 만 30년으로 하되, 주주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기간 연장을 요
청할 수 있다.

제4조 자본금은 대일본 조폐국장의 인증을 받은 지금(地金) 50만원(元), 지은(地銀) 30만
원, 백동괴 2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준비하여 전환국에서 극인(極印)2)을 인쇄한다. 단,
극인 인쇄비용은 전환국에서 부담한다.

제5조 자본금은 주주회의 결의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제6조 본 은행은 일반적인 중앙은행이 영업하는 업무를 취급한다. 단, 다음 사항은 본 은
행의 특권으로서 허가받은 것으로 하며 이 특권은 물론 이와 유사한 업무는 타 기관에
허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1. 국고금 취급 없이 중앙금고의 역할 수행
2. 조세 납부 및 해관세 취급. 단, 상기 2항에 대한 취급 규칙은 탁지부대신이 제정하고,
사무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한다.
3. 정부는 불환지폐(不換紙幣)를 발행한다. 정부가 태환지폐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본 은행은
동액의 금은화 혹은 지금은(地金銀)을 예치금으로 보관하여 발행 관련 사무를 담당할 것
4. 상당액을 준비하여 환화권(換貨券)을 발행할 수 있을 것. 단, 환화권 발행조례는 탁지
부대신이 따로 제정할 것
5. 정부의 태환권, 은행의 환화권은 본 은행에서 영업시간 중에 태환할 것
6. 정부에 시급한 업무 또는 교전(交戰)이 발생하여 본 은행에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정
부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7. 본 은행이 전환국에 화폐 주조 및 극인을 의뢰할 때는 그 비용을 특별히 정할 것
8. 전환국에서 제조하는 보조 화폐의 액수 및 지금까지 주조한 보조 화폐를 유통시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본 은행과 협의할 것
2) 금은화 등에 품질을 증명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찍은 도장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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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화폐의 정량, 모형 등은 화폐조례로 제정한다.
제8조 본 은행의 환화권은 조세, 관세 기타 모든 거래에 지장 없이 통용된다. 단, 은행의
환화권의 종류, 모양 등은 미리 탁지부대신이 포고한다.

제9조 각 항구 및 기타 주요 지역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설치한다. 또한 다른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본 은행 창립 시 주금 모집의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일본인에게서 자금
을 차입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차입금의 이율, 원금의 변제방법 및 이
익분배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전조의 경우 차관 변제를 끝낼 때까지 채권자가 추천하는 일본인 2명을 초빙하여
고문역 및 고문조역으로 삼고, 약간 명의 일본인을 본지점에 사무원으로 둘 수 있다. 단,
고문역 및 고문조역의 봉급은 임시로 정한다.

제12조 고문역의 권한은 자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서 은행과 채권자 간에
계약을 맺고, 탁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은행 정관 및 내규 제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
2.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및 그 의안
3. 주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4. 지점, 출장소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및 대리점과의 계약 관련 사항
5. 제반 계약 및 소송 관련 업무, 기타 관청과의 교섭 관련 업무
6. 사무원의 임면, 직급의 승진, 강등 및 상벌 관련 업무
7. 대출금, 환전, 예치금의 출납장부 정리, 기타 일반적인 영업 관련 업무
8. 고문역에게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고문조역에게 업무를 대리 수행
하도록 명할 것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앙은행을 창립함에 있어서는 일본인 이누이 조지로(乾長次郎), 이
와사 게이스케(巖佐敬輔) 또는 이 두 명과 기타 몇 단체에 자금대출 권한을 부여하며, 어떠
한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만원(元)의 벌금
을 부과한다. 이에 본 조약을 대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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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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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은행

5. 중앙은행 ‧ 태환금권 양조례 문의 (재한국일본공사관 공문 제63호)

생산기관

재한국일본공사관

생산시기

1903년 3월 30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8058)

대한제국이 1903년 3월 24일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를 공포하자 재한국일본공
사(하야시 겐스케(林権助))가 대한중앙은행 설립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대한제국 외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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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63호
서한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6일 관보로 공시하신 중앙은행 및 태환금권의 양 조례는
그 실행의 결과 일한 간 통상에 영향을 주는 바가 지대하다고 생각되기에 양 조례에 관한
의문 및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 중앙은행에 관하여
1. 은행의 신용이란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운용할 만한 자를 구하지
못하면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 지금 신용이 확립되지 못했고 운용할 만한 자를 구하지
못한 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에 따라 천만엔 내외의 국고금 및 백만엔 내외의 해관세(海
關稅)를 취급하게 한다면 한국 재정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2. 제9조에 따르면 국고금 출납은 모두 중앙은행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지 전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이 각 중요 도시와 항구에 지점을
널리 설치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금의 출납 전부를 이 은행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은 사실 행하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해 우리 일본은행이 일본은행조례
제13조에 따라 정부의 편의를 참작하여 국고금 출납에 종사시킬 뿐이니, 역시 이를 거
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제9조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해관세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
관세는 20년간 우리 제일은행이 총세무사와의 사이에 존립하는 약정에 따라 출납을 관
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의 규정은 사실과 모순된다. 또한 해관세는 조약상 부담해
야 할 의무(예 : 등대 및 기타 항안설비)가 있어서 이러한 설비를 완성시키기도 전에 해
관 수입을 한국정부가 임의대로 소비하는 것은 제국정부가 절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대개 해관세의 대부분은 우리 상인들의 납세로 이루어지고, 또 한국의 외국무역
은 사실상 일한 간 무역에 그치기 때문에 제국정부의 이의는 매우 강고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4. 한국의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제9조3항 이하의 영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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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은행 ‧ 태환금권 양조례 문의(재한국일본공사관 공문 제63호)

을. 태환금권 조례에 관하여
1. 대체로 태환금권은 금화를 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화 주조는 금권 발행에 우선되는
긴급한 설비인데, 한국정부는 화폐조례 발포 이후 수년간 금화를 주조하지 않고, 오히려
백동 보조화를 남발함으로써 현재 구제할 수 없는 문란함을 경제계에 가하고 있다. 이
는 제국정부도 크게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우선 백동화의 남발을 정지
시켜 재계의 완화를 강구하고, 또 금본위화의 주조를 결행하지 않고서 태환권을 발행하
게 된다면 제국정부는 강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준비금을 초과하는 태환권은 예컨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제한
을 두고, 또 어느 한도에서 상당한 과세를 하는 것은 은행이 태환권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제재이므로 각국이 그 법규를 동일하게 하는 바이다. 그러나 태환금권
조례 제2조2항에서는 각국의 보통 예규에 따르지 않고 현재 백동화와 같이 태환권을 남
발하게 하여 마침내 지대한 악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 여지를 둔 것으로 본 공사가 가
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조항을 개정하여 각국의 보통 법제에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제국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의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이 양 조례는 주요 규정에서 틀린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설립이나 태환권의 발행 모두 먼저 밟아야 할 단계를 거치지 않은 설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결행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재정을 문란
케 하여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국내외 상민에게 파급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신각하
께서는 같은 의견이시라면 위 양 조례의 실시는 당분간 연기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
약 저의 의견에 반대하여 실시하실 경우 제국정부에서는 일한무역 보호의 취지 및 잠정합동
조약 위반의 조치로서 이의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견을 미리 알고 계시기를 바라
며 조회합니다.
메이지36년(1903년) 3월 30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겐스케(林権助)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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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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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은행 총재 ‧ 부총재 임명(일성록)

1

대한중앙은행

6. 중앙은행 총재 ‧ 부총재 임명(일성록)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3년 8월 23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2816)

대한제국 황제(고종)가 1903년 8월 23일 대한중앙은행 총재(심상훈)와 부총재(이용익)를
임명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
조선왕조실록 고종편 1903년 8월 23일분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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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7월 1일 계미(癸未)

양력 8월 23일

김영덕을 첨사(詹事)로 임명했다.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김영덕을 시강원(侍講院) 첨사로 임명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심상훈에게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하고, 이용익에게 중앙은행 부총재를 겸임하라고 명했다.

충청북도 관찰사 심상훈에게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또 내장원경(內藏
院卿) 이용익에게 중앙은행 부총재를 겸임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특진관 남정철이 찬집(纂輯)의 직임에서 물러나겠다고 상소를 올렸다. 비답을 내려 이를 허락했다.

박용대를 문헌비고(文獻備考) 속편 편찬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궁내부 특진관 박용대를 문헌비고 속편 편찬 당상으로 임명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박경달을 문헌비고 속편 편찬 위원에서 해임했다.

궁내부에서 건의한 것이다.

궁내부 중추원(中樞院)의 임면(任免) 건의를 받아들였다.

본인의 청원에 따라 의관(議官) 민우호, 박정흠, 정헌영, 강주용, 이인규를 면직했다. 이수인
을 비서랑(秘書郞)에 임명하고 이우영, 김언현, 장윤표, 배상현, 안경선을 의관(議官)에 임명
했다.

김윤란의 징계를 면제했다.

궁내부에서 징계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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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2호)

2

일본제일은행

1.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2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5년 1월 18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일본의 방해로 대한중앙은행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1901년 제정된 ｢화폐조
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당시 대한제국의 경제 ‧ 금융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한제국의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1904년 12월 31
일 고종황제로부터 화폐정리사업에 대한 재가를 받아 이를 추진하기 위해 1905년 1월
18일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과 함께 공포
｢화폐조례｣의 실시 시기를 1905년 6월 1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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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칙령 제2호」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
제1조 본국 화폐의 가격은 금(金)으로 기초를 삼아 본위화폐(本位貨幣)의 근거를 공고하게
한다.

제2조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광무(光武)5년(1901년)의 칙령 제4호, 화폐조례(貨幣條例)는
본(本)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광무9년(1905년) 1월 18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 김성근
탁지부 대신 민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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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호)

2

일본제일은행

2. ｢구화폐 정기교환에 관한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5년 1월 18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금본위제를 채택한 1901년의 ｢화폐조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 또는 회수하기 위해 1905년 1월 18일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과 함께
공포

종전의 구화폐 은10량을 신화폐 금1환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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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칙령 제4호｣

구화폐를 기한을 정하여 교환하는 데 대한 건
제1조 광무5년(1901년) 2월 12일의 칙령 제4호 화폐조례에 준거하여 본위화폐를 금(金)으
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행한 통화는 아래에 기록한 각조 규정에 의거해서 신화폐와
교환하거나 환수한다.

제2조 구화(舊貨) 은(銀) 10냥(兩)(은 2원(元)도 같다)은 신화(新貨) 금 1환(圜)에 상당하는
비율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점차로 교환하거나 환수한다.

제3조 구백동화폐(舊白銅貨幣)의 교환과 환수는 광무9년(1905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4조 구백동화폐의 교환이 종료되는 기한은 만 1년 이상으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편의에 따라 정한다.

제5조 구백동화폐의 교환기한이 끝난 후에는 그 통용을 금지한다. 단, 통용을 금지한 후 6
개월 동안은 공납(公納)에는 쓸 수 있게 한다.

제6조 위에 기록한 각조에 의거하여 환수 및 교환하는 방법과 그 교환 장소는 탁지부대신
이 정한다.
광무9년(1905년) 1월 18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 김성근
탁지부대신 민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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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일은행에 대한 화폐정리사무 위탁 계약

2

일본제일은행

3. 제일은행에 대한 화폐정리사무 위탁 계약

생산기관

대한제국 탁지부, 대한제국의 일본인 재정고문(目賀田種太郞)

생산시기

1905년 1월 31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23115)

1905년 1월 31일 ｢화폐조례｣의 시행(1905.6.1.)에 따른 화폐정리사무를 일본 제일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탁지부(재무부에 해당)와 일본인 재정고문(메가다 다네타로) 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대한제국(탁지부)과 일본 제일은행은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 국고
금취급사무 위탁계약도 체결
대한제국의 화폐정리사무를 제일은행에 위탁하고(제1조), 제일은행권을 공인하여 공사 일
체의 거래에 무제한 통용토록 함(제3조)으로써 제일은행이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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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대한국정부(大韓國政府)는 화폐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계약한다.

제1조 대한국정부는 별도로 정할 대한국 현행 화폐정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폐정리에 관
한 사무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한다.

제2조 화폐정리에 관한 사무 집행에 대하여 제일은행은 탁지부대신의 지휘감독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3조 대한국정부는 제일은행권을 공인(公認)하여 공사 거래에 구속 없이 무제한으로 통용
되도록 한다.

제4조 대한국정부는 화폐정리에 필요한 일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화폐정리자금으로
300만원을 제일은행에 교부한다.

제5조 제일은행에서는 화폐정리에 관한 일체 경비 및 수입을 별도 회계로 정리한다.
제6조 제일은행에서는 화폐정리 사무 착수 후 1년 반을 경과했을 때는 화폐정리의 수입을
계산한다. 화폐정리 사무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전조의 계산 결과 정리자금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국정부는 즉시 해당 부족
금액을 제일은행에 지급한다.

제8조 화폐정리에 관하여 대한국정부에 손실을 입게 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주의
를 해도 손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제일은행은 대한국정부에 대하
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조항을 확약하여 그 증거로 계약서의 한국어 및 일어문을 각각 2통씩 작성하여 각자
2통씩 보관한다.
광무 9년 월 일
탁지부 서무국장 이중옥 (인)
대한국정부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인)
탁지부

대신(大臣)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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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

2

일본제일은행

4.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

생산기관

대한제국 탁지부, ㈜제일은행 경성지점

생산시기

1905년 1월 31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23115)

대한제국이 화폐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1905년
1월 31일 국고금사무 위탁계약과 함께 대한제국 탁지부 서무국장과 ㈜제일은행 경성지점
지배인이 체결
대한제국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연리 6%로 300만원을 화폐정리자금으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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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정부(大韓國政府)는 화폐정리 자금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차용하며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국정부는 화폐정리의 비용 및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금(金)
300만원을 차용한다.

제2조 전항의 차용금에 대해 연리 6푼(分)1)을 적용하고 매년 6월 및 12월에 이자를 지급
한다.

제3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차용한 기일부터 6년간 150만원
2. 상기 6년을 경과한 후 4년 내에 잔액을 전부 변제. 단, 대한국정부는 위 기한 내라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제4조 대한국정부는 관세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하고 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우선적인 담
보권을 갖는다.
위 조항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 한국어 및 일어문 계약서 각 2통씩 작성하여 각자 2통씩
보관한다.
메이지 38년(1905년) 1월 31일
광무 9년(1905년) 1월 31일
탁지부 서무국장 이중옥 (인)
대한국정부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경성지점 지배인 시미즈 야스요시(淸水泰吉) (인)
탁지부

대신(大臣)
날인

1) 퍼센트(%) - 역주

46

5.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국고금취급사무 위탁 계약

2

일본제일은행

5. 대한제국과 제일은행 간 국고금취급사무 위탁 계약

생산기관

대한제국 탁지부, (주)제일은행 경성지점

생산시기

1905년 1월 31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23115)

1905년 1월 31일 화폐정리자금 차용계약과 함께 대한제국 탁지부 서무국장과 ㈜제일은행
경성지점 지배인이 체결
대한제국의 국고금 취급사무를 ㈜제일은행에 위탁하고(제1조) 대한제국 정부의 모든 세입은
제일은행에 맡기되(제2조) 국고예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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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대한국정부(大韓國政府)는 국고금 취급사무를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위탁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대한국정부 국고금의 취급을 제일은행에 위탁하며 제일은행은 광무 8년(1904년) 12
월 30일 탁지부령에 따라 금고출납의 업무를 맡고, 탁지부대신의 지휘감독에 따라 성실
하게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한다.

제2조 대한국정부의 세입은 국고예금으로 모두 제일은행에 예입한다.
제3조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국고예금의 출납에 관한 경비는 모두 제일은행에서 담당한다.
제5조 제일은행은 대한국 국고예금 출납을 위하여 중요한 장소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6조 대한국정부 세입은 모두 징수관이 서명날인한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납세자가
지정된 사무소에 가서 납부하게 한다. 제일은행은 이를 즉시 대한국 국고예금에 편입시
키고 동시에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징수관에게는 영수통지서를 통해 완
료한 사무를 보고한다.

제7조 국고예금의 인출은 모두 출급관이 서명날인한 인출표를 가지고 시행한다. 출급관은
인출표를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표에 지정되어 있는 사무소에 인출통지서를 통해 국고
예금 인출을 예고한다. 제일은행은 국고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출급관에게 통
지한다.

제8조 납부서, 영수증, 영수통지서, 인출표 및 인출통지서 양식은 탁지부대신이 정한다.
제9조 출납관의 서명감(署名鑑)과 인장감(印章鑑)은 탁지부대신이 사전에 제일은행에 통첩한다.
제10조 제일은행은 정해진 인출통지서와 인출표가 서로 일치하고 또한 제9조의 서명날인
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국고예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제11조 탁지부대신은 출급관이 제일은행의 각 사무소에서 월별로 인출할 국고예금 금액을
미리 정하여 제일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제일은행은 전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국고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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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고예금 출납은 제일은행 영업시간 내로 제한한다. 단, 경성사무소 외의 사무소에서
는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얻어 출납사무의 일부에 한정하여 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제일은행은 국고예금의 출납에 관하여 사유의 여하를 불구하고 대한국정부에 대하
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대한국정부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제일은행은 인출통지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당하게 발행된 인출표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 제1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대한국정부는 통화, 금은(金銀)과 지금(地金) 및 유가증권의 보호예치를 제일은행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일은행은 가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무상으로 그 보
관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전조의 보호예치물에 대한 출납수단은 탁지부대신이 정한다.
제18조 대한국정부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예치금을 초과인출할 수 있다.
제19조 전조의 제한을 초과한 초과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국정부는 연리 6푼(分)1)의
이자를 지급한다. 단, 본조의 초과인출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국고예금 취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부소유의(官有) 부동산은 탁지부대신의 승인
을 얻어 제일은행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조항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 한국어 및 일어문 계약서 각 2통을 작성하여 각자 2통씩
보관한다.
광무 9년(1905년) 1월 31일
탁지부 서무국장 이중옥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경성지점 지배인 시미즈 야스요시(淸水泰吉) (인)
탁지부

대신(大臣)
날인

1) 퍼센트(%)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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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9년(1905년) 1월 27일 일본공사관에서 탁지대신과 공사관 고문관과의 협의안
一 본 금고는 본국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곳에 개설한다.
一 금고는 탁지부에서 만든다.
一 금고를 만들기 전까지는 탁지부 출납국에서 관리한다.
一 금고관리 관원은 칙임 1명과 주임 5명으로 정한다.
一 금고출납은 제일은행 간사에게 위임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되 금고관리(官吏)가 감

독한다.
一 지(支)금고도 제일은행 간사 약간 명에게 위임하되 금고관리(官吏)가 감독한다.
一 본국 은행이 점차 확장되면 금고사무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탁지부대신 민영기 (인)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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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2호)

2

일본제일은행

6.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광무 9년 칙령 제42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5년 10월 20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1901년(광무 5년) 제정되어 1905년 6월부터 시행된 ｢화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칙령
화폐의 종류에 은화 10전을 추가하고 적동화를 청동화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1전 외에
반전을 추가하고(제3조), 아울러 보조은화 10전, 보조청동화 1전 및 반전을 추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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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2호｣

화폐조례 중 개정 건
광무 5년(1901년) 칙령 제4호 화폐조례 제3조 중 은화 20전 다음 항에 ｢십전｣ 두 자를
추가하고 적동화 1전은 청동화 1전으로 개정하며 다음 항에 ｢반전(半錢)｣ 두 자를 추가한
다. 제4조 끝부분 보조은화(補助銀貨) 란의 20전 란 다음에 10전 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
며, 보조적동화(補助赤銅貨) 란은 삭제하고 보조청동화(補助靑銅貨) 1전과 반전의 두 란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적동화는 청동화로 개정한다.

10전
(10錢)

보
조
청
동
화

1전
(1錢)

반전
(半錢)

모양은
생략함

모양은
생략함

모양은
생략함

경곡척(經曲尺)

5푼 8리

양목(量目)1)

7푼 1리 8모 82.6955g

합성(合性)

순은(純銀) 800푼
동(銅) 200푼을 섞음(參和)

경곡척

9푼 2리

양목

1전 9푼 0087.128g

합성

동 950푼
아연 10푼
주석 40푼

경곡척

7푼 2리

양목

9푼 5리 043.564g

합성

동 950푼
아연 10푼
주석 40푼

광무 9년(1905년) 10월 20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1) 중량.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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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제일은행

7. ｢화폐조례 중 개정 건｣(대한제국 융희 원년 칙령 제4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7년 8월 14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06)

1901년(광무 5년) 제정되고 1905년 10월 개정된 ｢화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칙령
보조화폐(은화, 청동화)의 소재 및 중량을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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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호｣

화폐조례 중 개정 건
제1조 광무 5년(1901년) 칙령 제4호 화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서 보조은화(補助銀貨) 및 보조청동화(補助靑銅貨)의 품위(品位)와 양목(量目)1)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반환
(半圜)

경곡척(經曲尺)

9푼

양목

2전 7푼 10.125g

20전
(20錢)

경곡척

6푼 7리

양목

1전 0푼 8리 4.05g

10전
(10錢)

양목

6푼 2.25g

합성(合性)

순은 720푼에 동 280푼 섞음(參和)

1전
(1錢)

경곡척

7푼 8리

양목

1전 1푼 4.1g

반전
(半錢)

경곡척

6푼 3리

양목

5푼 6리 2.1g

제10조 중 ｢종래 발행한 1냥(一兩)｣ 아래에 ｢반환(半圜), 20전(二十錢), 10전(十錢)｣의 7
자를 추가하고 ｢백동화폐｣ 아래에 ｢1전, 반전(半錢), 청동화폐｣의 8자를 추가한다.
제11조 중 ｢위의 신식 금은｣ 아래에 ｢동(銅)｣ 1자를 추가하고 ｢종래 발행한｣ 아래의 ｢5
냥 은화폐 및 1냥 은화폐 및 당오전과 1푼 엽전｣의 20자를 삭제하고 ｢은동화폐의｣ 5자
를 추가한다.

부 칙
제2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융희 원년(1907년) 8월 14일
1) 중량. 이하 같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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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한국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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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대한제국, (주)제일은행

생산시기

1909년 6월 14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구)한국은행을 설립하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제일은행의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따로(荒井賢太郞)와 일본 제일
은행 두취(은행장) 시부사와 에이이찌(澁澤榮一)가 교환한 각서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구)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보고 (구)한국은행의 일본
제일은행권 소각업무 승계 등 양 은행 간 권리 ‧ 의무 승계 관련 사항을 정함

1) 원래 명칭이 ‘한국은행’이지만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구)한국은행’이라
고 표기함(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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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주식회사 제일은행과의
권리 및 의무 승계에 관한 각서
1. 한국중앙은행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은행권 소각 의무를 승계할 것
2.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전항의 인계와 동시에 정화준비(正貨準備)를 무상으로 한국중앙은
행에 인도할 것
3. 보증준비 발행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국중앙은행에
연부(年賦) 상환할 것
가. 연부 상환기한 20개년
나. 현재 보증준비에 충당하는 유가증권 등은 한국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단, 상환금액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함
4.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영업상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에 따른 담보물, 증권서류 등과 함께 한국중앙은행에 인계할 것
위의 인계를 받은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한국중
앙은행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질 것
5.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영업용 토지, 건물을 한국중앙은행에 인계하고, 한국중앙은행은 그
대가를 즉시 지불할 것
6. 한국중앙은행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현재 고용인을 모두 인계하여 고용하며, 그 신원
보증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것
7. 만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2개의 지점, 출장소 등을 남겨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중앙은행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힘쓸 것
메이지 42년(1909년) 6월 14일
탁지부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주식회사 제일은행 두취(頭取)2)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2) 은행장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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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한국은행

2.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

생산기관

대한제국, 조선통감부

생산시기

1909년 7월 26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구)한국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조선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이 체결한 협정문
한국 및 일본 국민에 한하여 (구)한국은행 주식 소유 허용(제3조), 중역 선임의 일본인
한정(제4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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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
일한 양국 정부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의 약관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정부는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태환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한
국 중앙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본은행이 위탁을 할 때
에는 일본국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다.

제2조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
은행은 그 소각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한국은행의 주식은 일한 양국 국민에 한정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 한국은행의 중역은 당분간 일본인이 맡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한국은행은 한국정부 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이를 때까지는 한국정부 소유주에 대해서 배당할 필요는 없다.

제6조 한국정부는 한국은행 창립 후 5년 동안은 한국정부 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하
여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이익배당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메이지 42년(1909년) 7월 26일
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융희 3년(1909년) 7월 26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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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한국은행

3. ｢한국은행조례｣(대한제국 융희 3년 법률 제22호)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9년 7월 26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11)

1909년 7월 일본 제일은행이 수행하던 중앙은행 기능을 인수하여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
하기 위해 법률 제22호로 공포
(구)한국은행은 자본금 1천만환인 주식회사로 설립하고(제1조), (주)제일은행의 권리 ‧ 의
무를 계승하며(제47조), (구)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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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2호｣

한국은행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한국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경성(京城)에 둔다.
제2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요지(要地)에 지점과 대리점을 설립하며, 또는 다른
은행과 교통(交通)｢코레스폰던스｣1)를 체약(締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점, 대리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명하여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은행의 존립 시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환(圜)으로 하고, 이를 10만주(株)로 나누어 1주의 금액
을 1백환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5조 한국은행의 주식은 모두 기명으로 하고, 한일 양국인에 한정하여 소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한국은행의 주식 가운데 3만주를 부담한다.
정부는 전항에 의하여 부담한 한국은행의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7조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본국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중역(重役)
제8조 한국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9조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2)한다.
총재 유고시에는 이사의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 궐원(闕員) 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2) 총괄하여 처리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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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한국은행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총재는 정부에서 이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백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의 후보자 중에서 정
부가 이를 임명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로 이를 선임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11조 총재와 이사는 어떠한 명칭을 불구하고 다른 직무나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2조 통상주주총회3)는 매년 2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임시 주주총회는 임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총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전원 또는 총 주금의 5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가 전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5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그 소유 주식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은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더한다.

제16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 외에는 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단, 법정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정관의 변경은 총 자본의 반액(半額)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
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3)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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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
제18조 한국은행은 아래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환어음[爲替手形]과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시에 거래[取引]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금[手形金]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치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4)
6. 금은화(金銀貨),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공공단체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무담보로 대부할 수 있다.
전2항 외에 영업의 편의에 의하여 국채증권, 지방채권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확실한 유
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9조 한국은행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매수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외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20조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예치하고 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화폐정리사무와 국채원리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21조 한국은행은 본법에 기재하지 아니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정부의 명령이 있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은행권
제22조 한국은행은 은행권(銀行券)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과 종류에 관해서
는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전항의 은행권은 한국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金貨) 또는 일
본은행태환권(兌換券)과 교환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시간까지
그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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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발행액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금은지(金銀地), 일본은행태환
권을 두고 그 지불준비에 충당한다. 단, 은지(銀地)는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준비(準備)에 의한 것 외에 한국은행은 특히 2천만환을 한정하여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商業手形]을 보증으로 삼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전2항 외에 다시 은행권의 발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삼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서 연 100분의 5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은 공사거래[公私取引]에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한국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에 관한 매주(每週) 평균액표(表)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과 손권(損券) 교환 및 소각 등의 일에 관한 조치는 별도로 이
를 정한다.

제27조 은행권의 위조와 변조에 관계되는 죄는 형법 위조지폐에 관한 각 본조를 참조하여
처단한다.

제6장 준비금 및 납부금
제28조 한국은행은 영업연도마다 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闕損)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익
금의 100분의 8 이상을 적립[積貯]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
분의 2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29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불입자본[辦納]에 대하여 연 100분의 12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초과액수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30조 정부는 한국은행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 한국은행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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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은행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와 발행액, 대부할인의 금액 ‧ 방법
‧ 이자율 , 환 수수료[爲替料], 정화준비, 보증준비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4조 정부는 한국은행이 영업상 본 조례나 정관, 감독상 정부가 발포한 명령을 위반하거
나 공익을 해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또 사실에 따라 임원[役
員]을 해직(解職)할 수 있다.

제35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영업에 관한 제반 경황과 계산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제36조 정부는 특히 한국은행에 감리관(監理官)을 두고 한국은행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7조 한국은행의 감리관은 언제라도 한국은행의 금고(金庫)장부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한국은행에 명령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計算)과 경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8조 한국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매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에는 배당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한국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소유주 이하의5) 주식에 대하여 매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창립초기의 말일부터 5년간에 한정하
여 이에 달할 만한 금액을 보급한다.

제40조 정부는 한국은행이 창립할 때 그 영업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120만환을 한도로 무
이자로 대하(貸下)한다.
전항의 대하금은 대하일로부터 5년간 거치한 후 10개년 연부(年賦)로 상환하게 하는 것
으로 한다.

5) 원문에는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외’의 오기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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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41조 한국은행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행하
거나 또는 대리하는 이사에게 1천환 이하의 과료에 처하고 그 범죄가 이사(理事)의 분담
업무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이사를 과료에 처함도 역시 같다.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 조례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부 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업무를 영위할 때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때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때
4. 본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만한 사항으로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때

제42조 전조의 과료는 재판소의 명령으로써 이를 부과한다. 그 명령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부 칙
제43조 본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이를 일본정부에 위탁한다.
제45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창립 초기의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제외한 것 외에는 제10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명한다.

제47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
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전조의 계승 전에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
으로 인식한다.

제49조 제47조에 의하여 계승과 동시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한 바를 따라서 계승일의 보
증준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정하여 무이자로 20년간 연부 상환으로써 주식회사 제일은
행에 대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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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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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일본 대장대신

생산시기

1909년 8월 16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10)

｢한국은행조례｣ 공포(1909.7.26.)에 따라 일본 대장대신(가쓰라)이 한국은행 설립과 관련
한 일본정부 앞 보고, 안건 요청 등 유의사항을 대한제국에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
동 자료는 1909년 (구)한국은행 설립부터 1911년 ｢조선은행법｣ 공포 시까지 주요 일정을
기록한 한국은행 창립일지(Historical Gist of Bank of Korea)에 부록(Appendix I)으로
첨부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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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창립일지
1909년 7월 26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는 협정을 체결함(부록Ⅰ 대장대신의 서신)
1909년 8월 18일

일본은행 총재 마츠오(Matuoh)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 탁지부차관 아라이(Arai)와 기
타 30명이 한국은행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됨
1909년 8월 25일

한국은행의 정관(constitution)이 승인됨
1909년 10월 1일

일본 대장대신이 설립을 허가함
1909년 10월 25일

도쿄상공회의소(Tokyo chamber of commerce)에서 1차 주주총회가 개최됨.
한국정부는 이치하라(Nitchihara)를 총재로, 미즈코시(Mitsukoshi), 미시마(Mishima) 및
키무라(Kimura)를 이사로 임명함
1909년 11월 11일

한성법원에 한국은행의 설립등기를 완료함
1909년 11월 12일

한국정부의 탁지부대신이 한국은행에 대하여 한국에 소재한 제일은행 지점의 업무를 인
수할 것을 명령함(화폐발행을 포함)
1911년

조선은행법이 공포됨(첨부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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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일본 대장대신의 서신
1909년 8월 16일

한국은행의 설립을 준비하고 그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서명) 카츠라(Katsura)
일본 대장대신

제1조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하여 1909년에 공포된 법률 제22호를 명예롭게 준수하고, 한국
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의 모든 업무는 동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모든 규정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본인1)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상임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성명을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를 개소한 때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와 개소일자를 본인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보 및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은행의 정관(By-laws)을 정한 때에는 관련된 모든 자가 서명날인하고, 그와 관
련된 문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은 주식을 공모하고, 이 사실을 일본과 한국 신
문 모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및 허가일자
2.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3. 주식의 매수 방법, 일자 및 장소
1) 대장대신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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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식 공모가 완료된 때에는 주식매수신청서를 첨부하여 은행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주식매수신청서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자, 장소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형식상 절차와 주식의 매수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확
정하여 그 사실을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회계사는 한국은행의 설립비용에 관한 계산명세서(account
bill)를 본인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계산명세서를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
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는 한국은행 설립에 사용, 지급되는 지출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1조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든 업무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전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보고하고, 일본
과 한국 신문 모두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은행의 설립과 관련된 위원장, 위원 및 기타 이사의 출장경비는 첨부한 출장경
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의 출장경비규정
제1조 한국은행의 설립을 위한 위원장, 위원 및 기타 이사의 출장경비는 첨부한 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관리가 위원으로 임명된 때의 출장경비는 소속 관공서의 출장경
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제2조 대상자가 초청을 받아 도쿄를 방문하거나 그 직무가 완료되어 귀향하는 때에는 그 자
의 출장경비는 그 자의 거주지로부터 도쿄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그 자
가 도쿄로부터 3일본리(里)2)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내출장 경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일본의 1리(里)는 우리나라의 10리(里), 즉 4km임. 따라서 3일본리(里)는 12km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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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경비표
항목

기차

선박

차량

호텔

식비

일비

국내

마일당
¥ 0.05

해리
¥ 0.06

일본 리(里)
¥ 0.25

없음

¥ 1.30

¥ 3.00

해외

1등석 요금

1등석 요금

실비

¥ 5.50

¥ 1.30

¥ 4.00

주식소유권
1909년 한국은행 설립 시
1.

2.

주 식

%

한국인

32,209

32.2%

일본인

67,791

67.8%

합 계

100,000주

주 주

%

한국인

218

2.1%

일본인

12,859

97.9%

합 계

13,0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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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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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은행정관｣

3

(구)한국은행

5. ｢한국은행정관｣

생산기관

한국은행설립위원회

생산시기

1909년 8월 27일(일본정부의 인가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26298)

본 자료집에 수록된 ｢한국은행정관｣은 (구)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것임
동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본금 ‧ 주식, 제3장 중역, 제4장 중역회,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영업, 제7장 은행권, 제8장 계산 및 부칙 등 총 67조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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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월 27일 일본정부의 인가를 거친 한국은행정관은 다음과 같음.
융희 3년(1909년) 8월 27일
한국은행 설립위원장 마쓰오 시게요시(松尾臣善)

한국은행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은행은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 한국은행조례에 의하여 설립하고 한국은행
이라 칭한다.

제2조 본 은행은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은행은 본점을 경성에 설치한다.
본 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점, 대리
점을 설치하며 또는 타 은행과 ｢코레스폰던스｣1)를 체약할 수 있다.

제4조 본 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본 은행의 공고는 일한 양국의 관보 및 신문을 통해 이를 행한다. 단, 공고를 할 신
문은 총재가 이를 선정하고 일한 양국의 관보에 공고한다.

제2장 자본금 및 주식
제6조 본 은행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원(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각 주식의
금액을 백원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은행의 주식은 모두 기명으로 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제8조 본 은행의 주식 중 3만주는 정부에서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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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본 은행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및 1,000주권의 6종류로
한다.

제10조 주주가 제1회차 주금(株金)을 납입[辦納] 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추후에 주
권과 서로 교환한다.
주권은 주금의 납입이 있을 때마다 그 금액을 기재하고 총재가 이에 날인한다.

제11조 주금 제1회차 납입금액은 총액의 4분의 1, 즉 250만원(1주에 대하여 25원)으로 한다.
제12조 주금 제2회차 이후의 납입 기일, 방법 및 금액은 영업의 편의에 따라 총재가 이를
정하고 최소 1개월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그 납입
금액은 매 회 1주에 대하여 25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주주가 주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때에는 일본국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현재 납입일까지의 체납금에 대해 백원
당 1일 4전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주주 및 그 법정대리인은 인감 및 주소를 본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역시 동일하다. 단, 인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본 은행에서 증명을 청
구할 때에는 그 절차를 진행한다.

제15조 본 은행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뒷면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에 연서(連署)한 명의개서(改書)2) 청구서를 첨부해 본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은행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대리자가 주권의 뒷면에 기명
날인하고, 동시에 주주 명부에 기입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환부한다.
상속, 유증(遺贈) 또는 재판의 집행 등에 따라 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자
가 주권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정식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본 은행의 주권이 재해(災害)를 입어 멸실(滅失)된 때에는 그 사유, 종류, 금액, 번
호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본 은행이 만족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본 은행에 신고
하고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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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청구를 받고 증거로 판명된 때에는 본 은행은 신주권을 교부한다. 증거로 판명되
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분실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본 은행의 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한 때에는 주주는 그 종류, 금액, 번호를 상세
히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본 은행에 신고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본 은행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1개월 후
본 은행이 만족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이 해당 주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본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본 은행은 전항의 예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제18조 멸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는 주권에 대하여 이의[故障] 신청을 한 사람이 있
을 때에는 본 은행은 관할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주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제19조 주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주주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주권을 첨
부하여 본 은행에 제출한 후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를 받고 그 주권을 심사하여 진정한 것이라 인정한 때에는 본 은행은 신주
권을 교부한다. 그 주권의 진정 여부를 감별하기 어려운 것은 분실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본 은행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의 종류 변경을 행한다. 단, 신주권 1매당 20전
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서 징수한다.

제21조 본 은행은 주권의 명의개서[書換]를 하는 경우 1매당 5전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멸
실, 분실, 도난 또는 오염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신주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1매당 20전
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서 징수한다.

제22조 본 은행은 정기 주주총회 전 1개월 이내에 주식의 양도를 정지한다. 단, 이 경우에
는 미리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장 중역(重役)
제23조 본 은행은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24조 총재는 그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정부가 임명한다.
이사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2배수
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부가 그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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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보궐 선거를 행한다. 단, 정
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가 소유한 본 은행의 주식 각 100주는 재임중 감사에게 공탁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항의 주권은 본인이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속한 결산보고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은 후가 아니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26조 총재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본 은행을 대표한다.
2. 총재는 법률, 명령,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및 중역회의 결의에 따라 본 은행의 일체
의 사무를 집행한다.
3. 총재는 주주총회 및 중역회의 의장이 된다.
4. 총재는 본 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체의 문서에 기명날인한다.

제27조 총재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재는 이사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총재가 결원이 될 때에는 정부가 지명한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행한다.

제28조 이사는 총재를 보조하고 총재의 명령을 받아 본 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9조 감사는 본 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30조 총재 및 이사의 보수액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6천원(圓)
2. 이사 1급 4천원, 2급 3천원
감사의 보수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총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정부가 정한다.

제4장 중역회
제31조 중역회는 총재 및 이사로 조직한다.
제32조 중역회는 본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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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역회는 필요한 경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중역회는 회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단, 회원 중 질병, 여행,
기타 사고로 인해 정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출석
한 인원으로 이를 결의하고 다음 중역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는 다수결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4조 중역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결의록에 기재하고 출석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주주총회
제35조 주주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2종류로 나눈다.
제36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2월, 8월 2회 개최한다. 그 일시, 장소, 총회의 목적 및 총회에
서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어도 개회일로부터 20일 전에 총재가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재가 제출한 서류 및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이익금의 배당을
결의한다.

제37조 임시주주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개최된다. 단, 그 일시와 장소는 총재가 정
하고 총회의 목적 및 결의사항은 적어도 개회일로부터 2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 전원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그 소집을 청구한 때
3. 자본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그 소집을 청구한 때
총재는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소집의 절차를 행하
여야 한다.

제38조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당 1개로 하고, 11주 이상은 10주가 증가할 때 마
다 1개씩 추가된다.

제39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본 은행의 주주로 한정한다.
본 은행의 중역 및 사용인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
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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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제41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를 행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정관의 변경은 총 자본의 반액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42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를 결의록에 기재하고 총재,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3조 주주총회 출석명부는 총재,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후 결의록에 붙여야 한다.

제6장 영업
제44조 본 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 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금의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치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3)
6. 금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무담보 대부를 행한다.
전 2항 이외에 영업의 편의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권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확실한 유
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본 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타 은행의 업무 대리를 행할 수 있다.

제45조 본 은행은 본 정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정부의 명령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본 은행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매수하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담
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

3)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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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담한 동산은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이 없거나 매수인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47조 본 은행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고금을 예치하고 그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수료
없이 취급한다.
본 은행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화폐정리사무와 국채 원리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
한다.

제48조 본 은행은 일본은행의 위탁이 있는 때에는 일본국 정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
무를 취급한다.

제49조 본 은행은 자행의 주권을 취득하거나 전당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0조 본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은행의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 대부를 행하지 않
는다.

제7장 은행권
제51조 본 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한다.
제52조 은행권은 본 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어느 때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과 교환할 수 있다. 단, 지점은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때까지 그 교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53조 본 은행은 은행권 발행액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금은지(金銀地)4) 및 일본은행태환
권을 두고 그 지불준비에 충당해야 한다. 단, 은지(銀地)는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금은지(金銀地)는 조폐기준에 맞는 품위를 가진 것에 한정한다.

제54조 전조의 준비에 의하는 것 이외에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
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삼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금괴 및 은괴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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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전항과 동일한 종류의 보증준비로써 제한외(制
限外)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액에 대해
1년에 100분의 5 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5조 전 2개조의 금은지(金銀地)의 준비가격 및 국채증권, 기타 증권의 보증가격은 정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은행권 발행액, 교환액 및 준비의 증감에 관한 출납일표와 매주 평균액표를 만들
고, 출납일표는 다음 날 오전에 매주 평균액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매주 평균액표는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8장 계산
제57조 본 은행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및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매 영업
연도가 끝날 때 총재는 모든 계정을 결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
계산서 및 이익배당안을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이익금 분배의 방법은 총 이익금에서 영업비와 기타 모든 비용과 손실을 공제한
후 잔액을 이익금으로 삼아 다음의 비례로 분배한다.
1. 이익금 100분의 8 이상 손실보전 준비금
2. 이익금 100분의 2 이상 배당평균 준비금
3. 이익금 100분의 10 이내 임원 상여금 및 교제비
4. 이익금에 전기 이월금을 더한 금액 중 전 3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입자본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배당한다.
이익금에 전기 이월금을 더한 금액 중 전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고도 여전히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납입자본금에 대하여 재배당을 행하거나 특별적립금 또는 후기이월금
으로 한다.
이익금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납입자본금에 대해 연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의 2분의 1은 정부에 납부한다.

제59조 본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정부소유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비율
이 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 대해 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를 타 주식에 대한 배당
금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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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본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정부소유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비율
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서 창립 초기의 말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61조 본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총 주식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비율이 되지 않을 때에
는 먼저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배당을 행하고 그 잔액
을 정부소유주식에 배당한다.

제62조 본 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주주에게 이익금의 배당을 행할 수 없다.
배당금의 교부 기일은 총재가 정하고 주주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63조 본 은행의 설립비용은 4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64조 본 은행은 창립 초기에 정부로부터 120만원의 대하를 받고 무이자 5년 거치 이후
10년 연부상환한다.

제65조 본 은행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권 발행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의 업무
를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계승한다.

제66조 본 은행은 전조에 따른 계승과 동시에 계승일의 은행권 보증준비액에 해당하는 금
액에 한하여 무이자 20년 연부상환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출한다.

제67조 본 은행은 전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일은행으로부터 제65조에 따른 계승일의
보증준비에 충당하는 증권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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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한국은행설립위원회

생산시기

1909년 8월 27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26298)

1909년 8월 27일 한국은행설립위원회가 작성한 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문으로 한국은행설
립위원장인 당시 일본은행 총재 마쓰오 시게요시(松尾臣善) 명의로 발표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구)한국은행의 자본금(1천만원), 총 주식수(10만주), 청약자격(한국
및 일본 국민에 한정) 등 (구)한국은행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이며 별첨자료로 ｢한국은행정관｣
(총 30쪽)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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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모집 공고
이번 한국은행의 주주를 모집하기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메이지 42년(1909년) 8월 27일
한국은행 설립위원장 남작(男爵) 마쓰오 시게요시(松尾臣善)

1. 본 은행의 자본은 1천만원(圓)으로, 총 주식수는 10만주(株)로 하고 1주의 금액을 백원
으로 한다.
2. 한국정부는 3만주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금회에 모집해야 할 주식 수는 10만주 중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3만주를 제외한 7만주로
한다. 단, 이 중에서 4백주를 제외한 나머지 6만 9,600주를 공중(公衆)에게서 모집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은행 주식을 신청하는 자는 일한 양국인으로 한정한다.
5. 본 은행 정관은 메이지 42년 8월 25일에 일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6. 한국은행조례 및 본 은행의 정관은 본 사무소 및 각지의 취급점에 비치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본 은행 정관은 8월 27일자 일본관보 및 8월 27일자 한국
관보에 그 전문이 게재되었다.
7. 주식 신청의 기한은 융희 3년(1909년) 9월 6일부터 동월 12일까지로 한다.
신청 주식수가 수요액에 달한 때에는 전항의 기한 내라도 모집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8. 주식 신청인은 주식 신청증에 증거금(1주에 대하여 5원)을 첨부하여 각 취급점에 신청
해야 한다.
증거금에 대하여는 1구(一口)마다 영수증을 교부하고 분할청구가 있어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 주식 신청증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금을 첨부하여 등기우
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체결할 때까지 도달하지 않은 주식 신청증 및 신청증에 증거금의 첨부가 없는 때에는
모두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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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신청증과 인감용지는 각 취급점에 비치하므로 신청인은 동 취급점에서 청구해야
한다.
10. 신청한 주식수가 수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에 대해 안분비례(按分比例)로
모집 금액을 정한다. 단, 안분한 결과 단수(端數)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
리한다.
일본과 한국 황실의 신청[御入]은 특별히 우선하여 취급한다.
11. 모집 주식에 대한 증거금은 제1회차 납입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모집에 빠진 자에게는 그 취급점을 통해 서류로 통지하고 증거금을 반환한다.
13. 각 주식의 제1회차 납입금은 25원(증거금 포함)으로 한다. 위원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기한 내에 그 취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을 이행하지 않아 주주가 될 권
리를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증거금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전항의 경우에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14. 본 은행의 주주모집 사무를 위탁 받은 각 지역의 취급점은 다음과 같다.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도쿄시
됴쿄시
도쿄시
오사카시
오사카시
오사카시
오사카시

주식회사 니혼고교(日本興業)은행
주식회사 다이치(第一)은행
주식회사 쥬고(十五)은행
주식회사 다이하꾸(第百)은행
주식회사 다이산(第三)은행
주식회사 도카이(東海)은행
주식회사 도쿄(東京)은행
주식회사 토요쿠니(豊國)은행
합명회사 미츠이(三井)은행
합명회사 야스다(安田)은행
합명회사 무라이(村井)은행
미츠비시(三菱)합자회사 은행부
합자회사 가와사키(川崎)은행
주식회사 산쥬시(三十四)은행
주식회사 나니와(浪速)은행
주식회사 키타하마(北濱)은행
주식회사 오우미(近江)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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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오사카시
오사카시
오사카시
교토시
나고야시
나고야시
나고야시
고베시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
후쿠시마시
하코다데구
오타루구
가나자와시
니가타시
다카마츠시
고치시
마츠에시
히로시마시
모지시
구마모토시
카고시마시
한국 경성
한국 경성
한국 경성
한국 경성
한국 경성
한국 인천
한국 부산
한국 평양

합자회사 카지마(加島)은행
합명회사 코노이케(鴻池)은행
스미토모(住友)은행
야마구치(山口)은행
주식회사 교토쇼고(京都商工)은행
주식회사 아이치(愛知)은행
주식회사 메이지(明治)은행
주식회사 나고야(名古屋)은행
주식회사 나니와(浪速)은행 고베(神戶) 지점
주식회사 다이니(第二)은행
주식회사 요코하마시치쥬시(橫濱七十四)은행
합자회사 소우다(左右田)은행
주식회사 다이하꾸시치(第百七)은행
주식회사 하꾸쥬산(百十三)은행
주식회사 홋카이도(北海道) 은행
주식회사 쥬니(十二)은행 가나자와(金澤) 지점
주식회사 니가타(新潟)은행
주식회사 다카마쓰(高松) 하꾸쥬시(百十四)은행
주식회사 토사(土佐)은행
주식회사 다이산(第三)은행 마쓰에(松江) 지점
주식회사 히로시마(廣島)은행
주식회사 니쥬산(二十三)은행 모지(門司) 지점
주식회사 히고(肥後)은행
주식회사 나니와(浪速)은행 가고시마(鹿児島) 지점
주식회사 제일(第一)은행 경성(京城) 지점
주식회사 한호농공(漢湖農工)은행
주식회사 대한천일(大韓天一)은행
주식회사 한일(韓一)은행
주식회사 한성(漢城)은행
주식회사 제일(第一)은행 인천(仁川) 지점
주식회사 제일(第一)은행 부산(釜山) 지점
주식회사 제일(第一)은행 평양(平壤) 지점

본월 27일 일본정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은행정관은 다음과 같음.
융희 3년(1909년) 8월 27일
한국은행 설립위원장 마쓰오 시게요시(松尾臣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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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은행 설립인가서

3

(구)한국은행

7. 한국은행 설립인가서

생산기관

일본 대장성

생산시기

1909년 10월 1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3)

1909년 10월 1일 일본 대장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郞)가 한국은행설립위원장 앞으로 통보한
(구)한국은행 설립 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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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秘) 제308호

한국은행설립위원장
메이지 42년(1909년) 10월 1일부로 신청된 한국은행 설립 건을 인가함

메이지 42년 10월 1일
대장대신(大藏大臣)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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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대 한국은행 총재 ‧ 이사 ‧ 감사 임명 서류

3

(구)한국은행

8. 초대 한국은행 총재 ‧ 이사 ‧ 감사 임명 서류

생산기관

대한제국

생산시기

1909년 10월 29일

자료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관리번호: 규17746)

초대 (구)한국은행 총재로 일본 제일은행 한국 총 지점 지배인인 이치하라 모리히토(市原盛
宏)를 임명하는 등 (구)한국은행의 중역인 총재, 이사 및 감사 임명 관련 서류
1909년 7월 조선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이 체결한 ｢한
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구)한국은행의 중역은 모두 일본 제일은행에 근무하던
일본인이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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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92

1.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

4

조선은행

1.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탁지부

생산시기

1911년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기록원 소장)에 수록된 자
료로 ｢조선은행법｣ 제정 과정을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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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제도

제1호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始末)1)
한국은행은 한국병합 결과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선의 경제상황이 진
전됨에 따라 은행권 보증준비 발행액 제한의 확장과 기타 한국은행조례 중 규정의 개폐(改
廢)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개칭하고 설립 당시로 소급하여
조선은행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선은행에 귀속시키
는 방안을 세워 필요한 규정을 개폐하면서 조선은행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완성된 법
안은 제2호 조선은행법안의 원본과 같다.
위 초안을 부의 결정하여 제출하고 척식국(拓殖局)은 제2호 초안을 주서(朱書)로 수정하
였으며 대장성은 제3호 의견을 제출하였다. 척식국의 수정사항은 대부분 자구 수정에 그쳐
실제 원안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의의 뜻을 보였으나, 대장성은 제3호와 같이 제의하
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은행의 감독과 관련하여 조선총독이라고 된 것을 모두 정부로 수정할 것
2. 제18조 제1호 중 ‘제 회사 및 은행’과 동조 제2호를 모두 삭제할 것
3. 제20조를 삭제할 것
4. 제24조 중 ‘조선총독부 관할지방 내’를 ‘조선’으로 수정할 것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는2) 제4호 문서의 내용과 같다.
1. 1번은 관제(官制)상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절하였다.
2. 2번은 회답안에 조건을 기재하여 동의하였다.
3. 3번 및 4번은 동의한다고 회답하였다. 단, 4번의 ‘조선총독부 관할지방 내’를 ‘조선’ 으
로 수정하는 사항은 처음에는 동의하였다가 다시 고려한 결과 원안 그대로 두기로 협정
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한 위 초안을 법제국(法制局)에 회부한 결과 법제국은 제2호에 수정할 내
용을 묵서(墨書)로 표시하여 제의했는데, 대체로 자구 수정에 그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른 점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수정한 초안에 동의하였다.
1) 일의 전말, 자초지종 - 역주
2) 위 제의에 대한 조선총독부 측의 의견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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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법｣ 제정 시말

그런데 대장성이 제안한 1번 ｢조선은행의 감독과 관련하여 ‘조선총독’이라고 된 것을 ‘정
부’로 수정할 것｣에 대해서는 법제국이 찬성했기 때문에 수정설을 받아들여서 ‘정부’로 수
정하고, 제5호의 취지에 따라 감독권의 귀속을 협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르
면 제6호 및 제7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관제상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교섭을
거듭한 결과 결국 3월 7일에 원안을 따르기로 각의(閣議) 결정되었다.
3월 9일 해당 법안은 중의원(衆議院)에 제출되었고 당일에 제1회 독회가 개회되었다. 아
라이(荒井) 정부위원이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한두 차례 질의응답을 한 뒤에 특별위원 18
명에게 부탁하여 다시 특별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여러 질문에 대하여 가쓰라 대장대신
과 아라이 정부위원이 교대로 설명 및 응답을 하였는데, 위원 중에서는 제8호 묵서(墨書)를
수정하자고 제의하는 자도 있었다. 위원회는 3월 16일 수정안 그대로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 날 중의원은 제1회 독회를 이어서 진행하였고, 제2회 및 제3회 독회는 생략되었
고, 위원회의 수정 방안 그대로 가결이 확정되었다.
귀족원은 3월 16일 중의원으로부터 의안을 송부 받아 3월 18일 제1회 독회를 열고, 아
라이 정부위원이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9명의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3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였다. 여러 질의에 대해서는 아라이 정부위원이 응답하였고, 모두 중의원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어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3월 21일, 귀족원은 이어서 제1회 독회를 진행하였고, 제2회 및 제3회 독회는
생략되었고 위원장의 보고 그대로 가결이 확정되어, 본 법안은 양원(兩院)을 통과하였다.
양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은 제○호, 제○호와 같다.
이렇게 해당 법안은 왕의 재가를 거쳐 3월 29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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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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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은행법｣ 초안

4

조선은행

2. ｢조선은행법｣ 초안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탁지부(추정)

생산시기

1911년 초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조선은행법｣ 제정을 위한 초안으로 1910년 말 내지 1911년 3월 이전에 일본각의에 부의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기록원 소장)에 수록된 것임
한일합방(1910.8.22.) 이후 종전의 대한제국 칙령으로 설립된 (구)한국은행의 명칭을 일본
국법에 따라 설립된 ‘조선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배구조, 수행 대상업무 등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조례｣(1909.7.26. 공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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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자주색 글은 원안
붉은색 글은 척식국(拓殖局)2) 수정
노란색 글은 대장성 수정
묵서는 법제국 수정

조선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 및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
레스폰던스｣3)를 체약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점 ‧ 대리점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
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원(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2장 중역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1) 흑백 사본이므로 글의 색 표시가 드러나지 않음 - 역주
2) 식민지 관할 기관 - 역주
3)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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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4)한다.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가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9조 총재는 조선총독의 추천에 따라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의 후보자 중에서 조
선총독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 및 이사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통상(通常)주주총회5)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
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일 경우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추가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
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총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
로 결정한다.

4) 전체를 모두 관리함 - 역주
5) 정기주주총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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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다음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환어음금의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貸付)
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6)
6. 금 ‧ 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 매매 및 화폐 교환
전항 외에 영업의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전조(前條)에 게재한 것 외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음 업무를 영
위할 수 있다.
1. 공공 단체, 제 회사 및 은행에 대한 무담보 대부(貸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사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
3. 타 은행의 업무 대리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정부는 조선은행에게 국고금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조선은행은 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
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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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은행권
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하는 시간까
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發行高)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금화, 지금은(地金銀)
또는 일본은행태환권을 두어 지불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은지금(銀地金)은 지불준
비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3천만원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권의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
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명하는 바에 따라 발행고에 대하여 연 100분의 5 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 지방 안에서 무제한 통용하는 것
으로 한다.

제25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관
보에 공고(公告)해야 한다.

제26조 은행권 제조, 발행, 손권 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手續)7)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7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의 100분의 8 이상을 적
립하고, 이익배당률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불입자본에 대하여 연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할 때
에는 조선은행은 해당 초과액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7)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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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9조 조선총독은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0조 조선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조선은행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부할인의 금액 및
방법, 이자나 비율, 수수료, 환료, 정화준비 또는 보증준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3조 조선은행의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총독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4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제반의 경황 및 계산의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6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의 금고장부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 및 경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와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필요는 없다.

제38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창립초기 말일부터 5년을 한도로 이
에 달하는 금액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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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39조 조선은행에서 다음의 범죄가 있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
하는 이사를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 범죄가 이사의 분담
업무와 관련될 때에는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같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법에 따라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할 때

제39조8) 조선은행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가 제11조 또는 제13
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원 이상 1,0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
의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전 3조의 과료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부터 제208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구(舊) 한국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의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하고
한국은행 설립일에 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행한 행위는 조선
은행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로 간주하고 등기부의 은
행의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로 취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39조의 경우 윈문에 2개 조문이 기재되어 있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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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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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대장성 의견

4

조선은행

3.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대장성 의견

생산기관

일본 대장성

생산시기

1911년 2월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일본 대장성의 의견을 기록한 자료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기록
원 소장)에 수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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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의견
1. 본법 중 조선은행의 감독과 관련하여 ‘조선총독’을 모두 ‘정부’로 고칠 것.
조선총독은 관제상 대만총독 또는 관동도독과는 다른 것이 있다 하여도 조선은행 감독
권 전부를 조선총독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조선은행은 일본은행태환권으로써 태환권 발행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본은행과 분리
되지 않고 연쇄하는 것
나. 조선은행은 국고금을 취급함으로써 이 관계에서 중앙금고와 분리되지 않고 연쇄하는 것
다. 조선은행은 일본에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대장대신
(大藏大臣)의 감독도 필요로 함
라. 조선은행의 경영은 조선만을 기점으로 하여 논할 수 없으며 일반 경제의 업무만 담
당할 수 있다.
2. 제18조 제1호의 ‘제 회사 및 은행’을 삭제하고 제2호는 모두 삭제할 것
조선은행의 대부(貸付)는 한편으로는 태환권의 보증준비의 하나로 되기 때문에 가장 확
실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담보 대부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등 다대한 자산을 이러한 종류의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조선은행
으로서도 경계해야 할 일에 속한다.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
가증권의 매입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3. 제20조를 삭제할 것
국고금의 취급은 일본은행 대리점으로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조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4. 제24조 중 ‘조선총독부 관할지방 내’를 ‘조선’으로 고칠 것
본 규정은 그 모범을 대만은행법에 취한 것이라 하여도, 대만의 경우 팽호도(澎湖島)1)가
있어 이 규정이 필요할지라도 조선은 단순히 ‘조선’으로 하여도 충분하다.
1) 펑후섬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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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4.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조선총독부 의견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생산시기

1911년 3월 4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의견을 기록한 자료
본 자료는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기록원 소장)에
수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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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행의 감독을 대장대신 아래에 두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도, 조선통치의 근본 방침
으로서 조선의 정무는 모두 조선총독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의 회의가 결정되어 관
제(管制)의 발포를 보았기 때문에 조선은행에 대한 감독과 같이 개개의 사무마다 소속을
달리하는 것은 위 근본 방침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2. 조선은행법안의 영업과목 중 제 회사 및 은행에 대한 무담보대출 및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및 사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는 이의 없음. 단, 현재 조선은 경
제상황상 가장 급무(急務)로 해야 할 산업개발에 있어 제 회사와 은행 등을 지도, 인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행은 이들에 대하여 때때로 무담보대출을 해야만 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일본흥업은행은 경성지점이 필요 없다고 하여
폐쇄시킨 이후 조선에서 지방채증권과 사채권의 응모 ‧ 인수를 담당할 기관이 없어졌다.
따라서 조선은행은 때때로 영업 형편을 살펴보면 이들의 응모 ‧ 인수를 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은행법에서 위와 같은 영업과목
을 삭제한다 하여도 또한
가. 제 회사 및 은행에 대해 어음할인을 통해 단기간 무담보 융통을 할 수 있게 할 것
나. 국채증권은 은행의 본질상 당연히 응모 ‧ 인수를 할 수 있게 할 것
다. 지방채 증권 및 사채권은 영업 형편에 따라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
한 경우에는 조선총독으로부터 이 응모 ‧ 인수를 명령하도록 할 것
이상의 3개 항목에 대해 시의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를 표한다.
3. 제20조 삭제 및 제23조 수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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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조선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 ‧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레
스폰던스｣1)를 체약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점 ‧ 대리점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원(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 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 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2장 중역(重役)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2)한다.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가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2) 전체를 모두 관리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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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재는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수 후보자 가운데 조
선총독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 및 이사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통상(通常)주주총회3)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
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일 경우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추가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다음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금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貸付)
3)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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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4)
6. 금 ‧ 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에 대한 보호예수
7. 지금은(地金銀) 매매 및 화폐 교환
전항 외에 영업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전조에 게재한 것 외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2. 다른 은행의 업무 대리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조선은행은 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
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은행권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시간까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發行高)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지금은(地金銀) 또는 일
본은행태환권을 두어 지불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지금은(地金銀)은 지불준비 총액
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3천만원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권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발행을 할 수
4)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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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고에 대하여 연 100분의 5 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지역 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것으
로 한다.

제24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작
성하여 관보에 공고(公告)하여야 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손권(損券)5) 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手續)6)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6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의 100분의 8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에 대해 배당하여야 하는 이익 금액이 불입자본에 대해 연 100분의 12의 비율
을 초과할 때에는 조선은행은 해당 초과액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8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9조 조선은행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조선은행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부할인의 금액, 방법,
이자나 수수료, 환 수수료[爲替料], 정화준비 또는 보증준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2조 조선은행이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조선총독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5) 손상화폐 - 역주
6)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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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여러 상황 및 계산(計算)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5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의 금고 ‧ 장부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 및 정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와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제36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는 배당을 할 필요는 없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창립 초기 말일부터 5년을 한도로 하
여 이에 달하는 금액을 보급(補給)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 조선은행에서 다음 범죄가 있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하
는 이사를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 범죄가 이사의 분담 업
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같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제39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가 제11조 또는 제13
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원 이상 1,0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20원 이상 2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전 3조의 과료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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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42조 본법의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구(舊) 한국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의해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칭하
고 한국은행 설립일에 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수행한 행위는
조선은행이 수행한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한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한 등기로 간주하며, 등기부의 은행의 명칭은 당
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로 취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그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선은행 법안 이유서
한국병합 결과 기존의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하고 조선의 금융중추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기에 본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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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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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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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일본제국의회

생산시기

1911년 3월 10일(메이지 44년)

자료소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제국의회 중의원에 설치된 조선은행법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선은행법안에 대한
제1독회 회의록
동 회의록을 비롯한 조선은행법안을 다룬 여타 회의록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
이지(제국의회회의록 검색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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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제54호
제27회 제국의회
중 의 원(衆議院)

조선은행법안위원회의록

(

필기
속기

)

제1회

위원 성립
본 위원회의 위원은 지난 9일, 의장의 지명을 받아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다.
가스야 기조
(粕谷 義三)

사카키다 세이베
(榊田 清兵衛)

이나무라 다쓰지로
(稲村 辰二郎)

오가와 헤이키치
(小川 平吉)

노다 우타로
(野田 卯太郎)

오노 히사쓰구
(大野 久次)

아키오카 기이치
(秋岡 義一)

나카누마 신이치로
(中沼 信一郎)

반도 간고로
(坂東 勘五郎)

하야미 세이지
(早速 整爾)

하마오카 고테쓰
(濱岡 光哲)

후쿠다 마타이치
(福田 又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高柳 學太郎)

고데라 겐키치
(小寺 謙吉)

후쿠다 고지로
(富田 幸次郎)

아사바 시즈카
(浅羽 靖)

스즈키 소베
(鈴木 摠兵衛)

오카자키 운베
(岡崎 運兵衛)

메이지 44년(1911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위원장, 이사 호선(互選)을 위해 참석한 위
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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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우타로
(野田 卯太郎)

가스야 기조
(粕谷 義三)

사카키다 세이베
(榊田 清兵衛)

이나무라 다쓰지로
(稲村 辰次郎)

오가와 헤이키치
(小川 平吉)

아키오카 기이치
(秋岡 義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高柳 覺太郎)

후쿠다 고지로
(福田 幸次郎)

아사바 시즈카
(浅羽 靖)

스즈키 소베
(鈴木 摠兵衛)

하야미 세이지
(早速 整爾)

하마오카 고테쓰
(濱岡 光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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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인 하마오카 고테쓰 위원이 투표 관리자가 되었다.
○ 투표 관리자(하마오카 고테쓰)는 위원장 및 이사를 호선할 것을 선언하였다.
○ 가스야 기조 위원은 투표하지 말자고 하면서 노다 우타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이사의 인원수는 3명으로 하며 지명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 투표 관리자(하마오카 고테쓰)는 가스야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노다

우타로 위원이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고하였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은 가스야 기조, 오가와 헤이키치, 후쿠다 고타로를 이사로 지명한

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회 의
출석한 정부 위원은 아래와 같다.
조선총독부 탁지부(度支部) 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 賢太郎)

조선총독부 회계국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 秀雄)

오늘 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행법안

오후 1시 37분 개회
[이하 속기]

○ 위원장(노다 우타로) : 개회하겠습니다. 정부 위원은 안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정부 위원(아라이 겐타로) : 조선은행법안, 이것은 한국은행조례를 말하는 것인데, 재작

년 11월 한국은행 설립 당시에 구한국정부에서 한국은행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조례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
병 당시에는 현재의 제령(制令)에 따라 종전의 구한국정부에서 공포한 모든 법령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조례도 제령으로서 유효했으므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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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영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한국은행이라는 명칭은 현재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태환권의 보증준비 금액이 한
국은행 설립 당시 2,000만원(圓)으로 정해진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태환권의
발행고가 1,000만원 이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보증준비 액수로 정하였
는데, 현재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태환권 발행고가 상당히 증가하여 작년 말에는 2,000
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액으로는 도저히 향후의 경제상황에 대응하
여 금융의 조화를 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제한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의미에서 이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
는 것이 마땅하고 상법이나 은행조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전부 제정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조문은 많은데, 구한국은행조례와 변경된
것은 명칭이 바뀐 점, 태환권의 보증준비금액이 바뀐 점이 주된 점입니다. 그 외에는 문
자의 수정이 다소 가해진 점이고 그 점은 많지 않습니다만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하마오카 고테쓰 :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행이라는

것은 합병 전에 한국중앙은행이었기에, 그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계속 남겨 두
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먼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 유통하고 있는
지역, 여러 지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주로 유통되고 있는 곳은 조선뿐 아니라 간도와
봉천1)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지 또는
간도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요동반도에서는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대략적 상황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앙은행을 그대로 존속시킬 생각이시라면 합병으로 인
해 한국이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폐를 발행하고 일본은행 외
에 별도로 중앙은행을 두어 한국정부가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시키기로 결정하신 이유
가 궁금합니다. 화폐제도[幣制]에 관해서는 지폐 통일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가령 상거래[商賣]만 해도 조선에서 상거래를 하려면 부산이나 경성에서 화폐를 교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지폐를 발행시키려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
다. 따라서 이름만 바꿔 중앙은행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은
행이라고 말하면, 즉 일본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삼으면 됩니다. 명백히 말해 대만의 대만
은행과 조선의 조선은행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1) 현재의 선양(瀋陽),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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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합병 후에도 종전의 방침

을 계속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합병에 따른 영업방침의 변화는 없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환권의 유통구역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태환권은
물론 조선 전체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동현2)에 출장소를 설치
하여 안동현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서 다소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략 4~50만원이 안동현
근방에서 유통되는 모양입니다. 대략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병합을 한 현재 중앙은행을
특별히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설립 당
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별개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재정은 일본의
감리에 귀속되어 있었고 제일(第一)은행이 일본의 은행으로서 한국에서 일람불어음[手
形]을 발행해 영업을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있
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제상황이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
본의 경우 각종 금융기관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은행은 물론 동산은행(動産
銀行), 부동산은행(不動産銀行)을 각각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 즉 일본은
행은 말하자면 은행의 은행으로서 존재하여 상업은행이나 기타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은행의 은행, 즉 중앙 금융기관이라고 할 단체를 가지
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시행해 본다면 도무지 한국의 현재 경제상
황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이라고 칭할 만한 기관이 매우
적었습니다. 조선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일반 상업은행이 경성에 세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간신히 설립시킨 것입니다. 그 밖에 일본의 은행이 조선
에 지점을 내기도 했지만, 그 조차도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경성, 인천, 부산과 같
은 거류지 또는 개항장처럼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과 상업이 번창한 곳에는 지점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일본의 은행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은
행식으로 설립하여 은행의 은행으로서 일반 상업은행의 일 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은
행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일반 상업은행이 결여된 것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
다. 이에 기존의 제일(第一)은행이 중앙은행과 같은 업무를 집행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 측은 항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일람불어음[手形]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일(第一)은행에 명령하여 지점
을 내고, 지점에 이러한 금융업무를 맡겼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을 설립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
은행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경성이나 인천에 있는 일반은행과 경쟁을 해
2) 安東県. 현재 중국의 단둥시(丹東市)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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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반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에 대해서만 이 은행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일본의 일본은행과 같은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고, 또 일본은행이 업무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일본은행의 현재 영업 방침으로 한국의 금융을 담당하기란 앞서 말씀
드린 이유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은 중앙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
반은행의 업무까지 다소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만은행의 사례를 참
고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중앙은행일지언정 대만은행과 상당
히 유사한 규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수한 은행을 한국 쪽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은행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의 태환권
을 하나로 통일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특수한 은행
을 설립하면 자연스레 그 특수한 은행에 태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일본 본토의 금융기관의 중추인 만큼, 태환권의
기반을 매우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일본은행의 경우 태환권의 기반을 흔들 만한 사태는
항상 피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
상 동요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은 국경 지역이므로 유사시에 경제상황이 동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일본은행의 태환권을 유통시키면 반드시 일본은행 태환
권의 기반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일본은행 측의 주장과 본국의 중앙기관인 점을 고려
하여 조선에는 특수한 은행을 설치해 일본은행의 태환권과는 다른 태환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를 고려했을 때 안전하다는 이유로 당시에 특별히 한국은행을 설립한 것
입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저도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을 보면 조선총독은 조

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니, 조선총독이 이 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
다. 그런데 방금 정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동현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향후에 안동 이외의 지역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조선총독이 그
관할 지역 이외의 지점까지 감독하기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에 일본
기타 지역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세우는 경우, 즉 조선총독의 관할 이외의 지역에 출장소
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총독이 감독하는 것이 편리하다 함은 과연 어떤 뜻인지요. 한 가
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조례 제40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20
만원을 한도로 무이자 대하(貸下)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선은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출금은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회수하지 못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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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선은행에 인계할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상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이번 은행
법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조선총독이 감독한다고 말씀 드린 것은 조선총독은 조선의

제반 정무를 총괄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선례에 따라 주무대신 또는 은
행의 일이기에 대장대신(大藏大臣) 이라고 써야 하지만 조선총독은 조선의 정무를 총괄
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므로 조선총독의 감독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을 제
외하면 이 은행을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의 관할구역 외에 지점을 설
치할 경우에 그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동현이나 일본에도 지
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선총독은 전반적인 은행업을 감
독하기는 하지만 일본에 지점을 설치할 때는 그 사안에 관해 대장대신 등과 사전에 협의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은행업에 대해서는 조선총
독이 감독을 맡습니다. 그 밖에는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안동현 출장소 이하는 감독하지 않습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감독합니다. 영업 보고를 제출 받아 그것을 통해 감독합니다.

은행업은 예컨대 일본에 지점을 낸 경우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일본에 지점을 낸 경우에
그 지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대장성(大藏省)이 감독을 하고 안동현의 경우는 애초에 출장
소를 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방 사람이 꼭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곳에서도 영
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동현의 영업 보고가 본점으로 제출되고, 그것이 다시 본점
에서 총독부(總督府)로 오기 때문에 총독부(總督府)가 그것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은
행업에서 본점과 지점은 자본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금융 관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려면 지점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점까지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제40조에 대해서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이것은 창립시에 120만원을 무이자로 대하한 것은 창립 당시

은행에 대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명령에 따라 거치 기간이 지
나면 은행이 정부에 반환하는 절차에 있으므로 이 조문은 창립 당시에 필요한 조문이었
을 뿐,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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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오카 기이치 : 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은행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점에서 본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점에서 감독한다는 것인데, 그렇
다면 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으로 한 데 모아 감독한다는 뜻으
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본점에서 본점 영업의 일부로서 안동현이나 기타 지점의 영

업을 감독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독부에서 감독합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 쪽에서 외국은
행이 안동현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감독을 받
아야 합니다. 그런 규칙을 그쪽에서 정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규칙이
있다면 외국은행이 일본에 지점을 설치했을 때 일본이 외국은행을 감독하는 것처럼 안
동현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독권은 조선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안동현 지
점 업무에 대해서도 조선총독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으로
업무보고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감독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마찬가지입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본의 지점은 대장대신이 감독하지 않고 그 또한 조선총독이 감독을 맡는다는 말이 됩
니다. 또, 앞서 제40조에 대해서는 대하는 이미 설립 당시의 일이고 현재는 반환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상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이미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 있으니 본 법률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신지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 은행감독에 대해서는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본의 은행조례에 따라
대장대신이 그 지점을 감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안동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
다. 조선총독은 그 지점에 대해 영업보고 등의 형태로 보고받는 정도이고, 대장대신이
은행조례에 따라 일본의 은행을 감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외국에 일본은행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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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오카 기이치: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조선은 외국이 아니니 의아합니다. 외국

이면 외국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조선은 같은 일본이니 만약 현재 조선총독이 은행을 감
독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에 지점에 대해서는 대장대신이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가와 헤이키치 : 한 마디로 안동현 지점은 영업보고를 통해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을 감독하지는 못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키오카 위원의 말씀은 지
점의 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외국에 가서 총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지점의 영업을 직접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업이 본점과 지점을 구별하고 자

본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점의 자본이 따로 있어 외국의 법률에 따
라 설정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겠지만, 은행은 같은 자본하에 지점을 설치하여
단순히 영업 범위를 넓힌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외국 땅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외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지점의 영업은 아무래도 본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동현의 은행에 대해 내부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이 조선은행법이 통과되면 결국 한국은행조례는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서 거론된 제40조의 120만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이나마 제2항
과 같은 규정이 아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한국은행조례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이 법률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조례는 소멸됩니다.
○ 하마오카 고테츠 : 잠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합병이 된 이상 구별을 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앙은행의 ‘중앙’이라는 글자를 자꾸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 등은 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즉 일본은행이 중앙
은행이고, 즉 한국은행은 다소 업무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람불어음[手形]을 발행한
다는 점을 고려해도 대만은행과 완전히 취지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은행
은 대장성에서 모든 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합병 전과 다름 없이 총독이
은행을 감독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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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노다 우타로) : 하마오카 위원의 질문은 근본론이므로 다른 날 대장대신이 출석

했을 때 질문해 주셔야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안동현 출장소 감독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 두고, 만약 일본에 조선

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 대장대신이 감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선총독
이 감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법조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선총독이 감독할 수
는 없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 : 감독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고 이 발행권은 준 태환권이나 마찬가

지인데, 일본에 출장소가 있으면 조선에서 발행한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감독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명료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

니다. 일본의 은행이 조선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총독이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
선은행이 일본에 지점을 내면 대장대신이 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권은 조선 구역 내에서만 유통되며, 조선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 : 안동현은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신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한국은행은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조례는 여기에 부대하는 칙령 같은 규정인지요, 즉 한국은
행조례는 통감부에서 공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은행조례의 성질은 제22호의 취지에
기반을 둔 칙령적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조례라고 해도 입법사항으로서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통감의 명령 사항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합병 후에 조
례 등은 까다롭게 제령으로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조례는 어디에 속합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한국은행은 융희 2년(1908년)에 구한국의 법률로서 공포되었

습니다. 그러나 합병에 따라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법률이 소멸하기 때문에 제령으로서
효력을 존속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령으로서 그 조례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오가와 헤이키치 : 지금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면 화폐 유통액 중 구백동화가 43년(1910

년)3) 말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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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구백동화는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가와 헤이키치 : 은행권 2,016만원 중 정화 준비는 얼마나 됩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정화 준비를 3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실제 정화 준비액은 34%[三割四分位] 정도 됩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한국은행은 조례에 따라 지배할 수 있으니, 당연히 회사령(會社

令)4)하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령뿐 아니라 일부는 모국 상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한국은행조례는 회사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행조례 제1조로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라 규정되어 있는데, 이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상법의 지배를 받지만, 조선은행
이 조선 회사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회사령에 저촉되는 점은 물론 회사령의 지배를 받지 않겠지만,

저촉되지 않는 일반 회사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렇지 않습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제령은 특별히 조선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령은 회사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법률로서 회사로 규정한 것이라 제령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회
사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 : 제일은행권 상각자금대부라고 해서 748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것은 모두 제일은행권을 상각하기 위한 돈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상각
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이것은 제일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업무를 계속 이어올 때

의 것으로 제일은행권 발행액의 3분의 2를 제일은행에 무이자로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 제일은행권은 모두 한국은행이 상각할 의무를 진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3) 메이지 43년 - 역주
4) 일본이 1910년에 발포한 것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령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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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은 20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계약되었으며 현재 상각 잔금은 748만 6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오가와 헤이키치 : 제8장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한국의 은행조례에는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벌의
폭이 넓어야 다양한 경우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
법률안에서는 하한액을 100원으로 정하여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범죄 치고는 상당히 가
벼운 것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굳이 100원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100원 이상으로 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형벌에
관한 입법의 일반적 관례를 보면 하한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하한액
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업무에 대한 법
률 규칙 위반은 가벼운 사례가 상당수이고 사정이 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원 이상
이라는 하한액을 정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법을 개정해서 신법에
100원 이상이라는 하한액을 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법 제40조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총재 및 이사는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법을 다시 보면 다른 벌칙과 마찬가지로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안이 가벼울 경우에는 과료를 20원보다 낮은 15원만 물어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구법은 범위가 넓습니다. 또, 상한액도 넓어 위반 사항이 무거운 경
우에는 1,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법에서 하한을 낮출 수도 없거
니와 상한을 많이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일본의 구형법처럼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침을 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총재 및 이사의 경우에 대해
서도 정황의 경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100원 이하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
는 다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무거운 경우도 있고 가벼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법안에서 개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1,000원 이하라는

하한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다른 특수 은행
은 모두 100원 이상 1,000원 이하라는 식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행, 일
본권업은행, 일본흥업은행, 홋카이도척식은행 모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조선은행 또한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벌칙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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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0원 이상 200원 이하라고 정한 것도 다른 은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오가와 헤이키치 : 깊은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더구나 답변하신 것처럼 대만은행

이나 기타 은행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일본의 입법 역사로 봤을 때 오히려 퇴보
한 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형법이라는 것은 벌 관련 법률의 근본이 되는 법률인
데, 옛날에는 아래로 하한액을 두고 위로는 상한액을 두어서 좁은 범위 안에서 벌을 정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아래에 하한액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범법 사항은 경우
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고 그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도를 정하지
말고 형벌을 광범위하게 제정하자, 그렇게 하여 그 넓은 범위에서 경중의 구별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자, 그래서 가벼운 자에게는 가벼운 벌을 주고 무거운 자에는 무거운 벌
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하에, 즉 일본의 입법 예는 형법을 근저에서 개정할 때 모두
이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행법과 그 밖에 정부위원께서 방금 모방했다고 말씀
하신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법률이 제정된 시기는 구형법의 시대였습니다. 구형법의 시
대는 입법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낡은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 생긴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국의 조령(條令)이 진보한 법률 사상을 받아들여
1,000원 이하라는 넓은 범위의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를 굳이 되돌려 낡은 구형법을 모방
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 퇴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
급적 대만은행법을 따르려는 의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만은행의 벌칙은 일본의
입법 역사로 보면 구시대적이고 퇴보한 것이 명백하니, 차라리 대만은행법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결정을 꼭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행법을 따르기보다 일본의 새 형법의 방침에 따
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은행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은행의 균형을 맞추
기보다는 오히려 진보한 형벌 방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것이 일
본 형벌법의 일반적 사상에 비추어 보아 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큰 이유가 없다면 저
희들이 수정할 때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본 회의에서도 잠시 여쭈었는데, 조선은행을 이 법률로써 제정하

는 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거의 만능에 가까운 조선총독이 매사에 전
권을 가지고 조선을 통치하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법률의 중점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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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명칭의 변경과 보증 준비인 것 같은데요, 명칭을 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바꾸는 것은 그저 형식상 조치이고 보증준비금액의 변경 또한 일부를 변
경하는 데에 그쳤으니, 이러한 것들은 조선총독의 지위에서 말하자면 제령으로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법률안을 상정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국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의도일 것 같은데, 법률로 제정하는 데에 더 큰
취지가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큰 취지가 없다면 이 문제는 조선총
독의 제령을 통해 간단히 처리하고,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는 간편한 절차만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총독이 만능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정도
의 일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만약 이것을 제령으로 제정한다면 제령은 조선총독의 관할구

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가령 일본과 같은 조선총독의 관할구역 밖에서는 주
식회사 은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은행은 조선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과 거래를 맺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일본에서 이
은행은 제령에 따라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란이 생기면 매
우 곤란해집니다. 이에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 : 하마오카 위원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대신은 오늘 출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 문의해 보겠습니다.
○ 다카야나기 가쿠타로 : 방금 하신 답변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주식회사로 삼을 경우 한국

은행의 규정에 일본국 주식회사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모
두 모국의 법률을 적용할 것을 제령으로 정해 두면 됩니다. 일본 모국의 주식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점에 의문이 있다면 칙령으로 정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
서는 주식회사로서 일본 모국 주식회사의 규칙을 준용해도 되는 것이니, 이 제령을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법률
로 제정한다 하심은 어떤 의미인지, 방금 하신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법률론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조례에는 상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합병 전에는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는 현재 제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령은 조선총독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령
으로서 성립된 것은 관할구역 이외에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론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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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 두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그렇
게 했습니다. 만약 조선에서 상법을 칙령 등 다른 것을 통해 시행할 경우에는 즉시 상법
이 적용되지만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하려면 법률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 :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오전 10시부터 열겠습니다. 산회합니다.
오후 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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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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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7.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본회의 회의록(｢조선은행법｣ 논의)

생산기관

일본제국의회

생산시기

1911년 3월 10일(메이지 44년)

자료소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상원에 해당)에서 조선은행법안 논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제국의회회의록 검색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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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 의사 속기록 제19호
메이지 44년(1911년) 3월 18일
조선은행법안

제1독회

○ 의장(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이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 의장(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의사일정 제10, 조선은행법안, 정부 제출, 중의원 송부, 제1
독회
조선은행법안

위 정부 제출안은 본원에서 수정 후 의결되었기에 의원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메이지 44년 3월 16일
중의원 의장 하세바 스미타카(長谷場 純孝)
귀족원 의장 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님

조선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 및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
레스폰던스｣1)를 체약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점 ‧ 대리점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
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원(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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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2장 중역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2)한다.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가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9조 총재는 조선총독의 추천에 따라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수 후보자 중에서 조
선총독이 임명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 및 이사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통상(通常)주주총회3)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
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전체를 모두 관리함 - 역주
3) 정기주주총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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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일 경우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추가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금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4)
6. 금 ‧ 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 매매 및 화폐 교환
전항 외에 영업의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전조에 게재한 것 외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2. 타 은행의 업무 대리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
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조선은행은 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
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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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은행권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과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하는 시간까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發行高)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지금은(地金銀) 또는 일
본은행태환권을 두어 지불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은지금(銀地金)은 지불준비총액
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3천만원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권의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
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명하는 바에 따라 발행고에 대하여 연 100분의 5 이상
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지역 안에서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관
보에 공고(公告)해야 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손권(損券)5) 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手續)6)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6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의 100분의 8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손상화폐 - 역주
6)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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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불입자본에 대하여 연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할 때
에는 조선은행은 해당 초과액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8조 조선총독은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9조 조선은행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조선은행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부할인의 금액, 방법,
이자나 수수료, 환 수수료[爲替料], 정화준비 또는 보증준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2조 조선은행이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총독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제반(諸般) 경황 및 계산(計
算)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5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의 금고 ‧ 장부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 및 정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와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제36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는 배당을 할 필요는 없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하여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창립 초기 말일부터 5년을 한도로
이에 달하는 금액을 보급(補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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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38조 조선은행에서 다음 범죄가 있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하
는 이사를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 범죄가 이사의 분담 업
무와 관련될 때에는 그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같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제39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가 제11조 또는 제13
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원 이상 1,0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
의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전 3조의 과료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부터 제208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다.

부 칙
제42조 본법의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구(舊) 한국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따른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칭하
고 한국은행 설립일에 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수행한 행위는
조선은행이 수행한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로 간주하며, 등기부의 은
행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로 취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그 발행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은
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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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등단]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재작년, 즉 메이지 42년(1909년)에 구한국정부에서 한국은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작년 한일합병 결과 제령을 통해 한국은행조례의 효력
을 그대로 지속시켜 오늘날까지 한국은행으로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행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행 설립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정해둔 태환권의 보증준비 한도는 추후 조선의 경제상황이 향상됨에 따라 다소 준비의
제한액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구한국은행의 조례와 가장 다른 중
요한 점입니다. 그것을 개정하게 되어 이번에 조선은행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에서 몇 개조 수정한 곳이 있지만 일본권업은행, 북
해도척식은행 등의 선례에 따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
하며 수정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부디 본 법안을 심의하신 후, 협찬해 주시기를 희망하
는 바입니다.
○ 남작 오자와 다케오(小澤武雄) : 정부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선은행이란 권업은행, 흥업

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들과는 성격이 다른 은행인지를 알고 싶
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등단]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죄송하지만 조금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었으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남작 오자와 다케오 : 이 조선은행은 대장성에서 부르고 있는 특수은행 …… 권업은행이

나 흥업은행의 경우 대장성(大藏省)에서 ‘특수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은행도 이들
과 같은 성격을 지닌 은행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정부 위원(아라이 겐타로) : 조선은행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대만은행과 거의 비슷합니

다. 조선의 중앙금융기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 영업에 종사합니다. 이는 조선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만은행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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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작 구보타 유즈루(久保田譲) :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본안 중에 중의원에서 수정한 조

문이 있군요. 아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조선의 은행은 “조선총독부가 감
독한다.”는 부분이 “정부가 감독한다.”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은 아직 듣지 못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취지로 동의를 했는지 그 이유
가 궁금합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등단]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 원안, 즉 정부가 제출한 조문에는 ‘조선총독’이라고 기재하였

고, 그것을 중의원에서 ‘정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조선총독이 조선의 은행을
감독한다는 것은 원래 묘의(廟議)7)의 방침에 따라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로 수정하더라도 어차피 묘의의 결정에 따라 조선총독이 시행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정부에서도 동의한 것입니다.
○ 남작 구보타 유즈루 : 저는 이 수정 사항이 조선 통치에 있어 큰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

하므로 정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조선총독은 큰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예컨대
군대 통수권을 비롯해 기타 행정 및 모든 제반 업무가 조선총독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은행의 감독에 관한 한 조선총독이 아닌 정부가 감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
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은행이나 재정을 제외한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회에
서 조선의 교육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위원이 문부대신에게 “교육
은 정부가 통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만 특별히 조선총독이 통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부대신(文部大臣)은 “조선의 경우 문부대신은 관계가 없다” 고 대답하셨
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국민의 정신적 통일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제쳐
두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교육 문제까지 조선총독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은행만 총독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요?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부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郎) 등단]

○ 국무대신(후작 가쓰라 타로) : 구보타 남작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보타 남작도 말씀하셨듯이, 조선총독에게는 상당히 큰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조선의 모든 것은 마땅히 조선총독이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
7) 조정 회의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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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정부와 협의한 이후에
성립됩니다. 이에 조선은행법도 처음에는 아까 언급한 내용에 따라 정부가 ‘조선총독’ 이
라고 기안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재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국 재정과 지대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총독이 이 은행을 감독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즉 제국 정부의 재정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
다. 또한 예외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선총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정부
의 감독하에 조선총독이 권한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이 내용은 매
우 중요하므로 ‘정부’로 개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총독’을 ‘정부’로 고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선총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입니다. 은행에 대한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조선총독’이라고 되어있든 ‘정부’라고 되어있든, 이면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의 감독과 조
치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 남작 오자와 다케오 : 아까 조선은행이 대장성에서 말하는 ‘특수은행’과 동일한지 여부를

여쭈었더니 대만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대답하셨는데요, 제 질문은 특수은행과 동일한
가 아닌가였습니다. 대장성 정부위원께도 여쭙겠는데요, ‘조선총독’을 ‘정부’로 수정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오히려 특수은행의 목적이 더욱 불분명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만은행이 어떤 자격을 지닌 은행인지는 현재 기억이 나지
않으니,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특수은행과 같은지 다른지 그 여부를 알려주셨으
면 합니다.
[정부위원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등단]

○ 정부위원(와카쓰키 레이지로) : 특수은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히 법규에 따라 지정한

명칭이 아닙니다. 세간에서는 일본은행, 권업은행, 흥업은행 등의 은행을 통틀어서 ‘특수
은행’이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그럼 어떤 은행이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느냐 하면 대체로
그 은행만을 위해 특별히 법률을 책정하여 설립된 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은행
조례라는 일반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특수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
별히 그 은행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한 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부르고, 또 대장성
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특수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은행 또한 특수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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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행과 유사하지만 대만은행은 주무대신(主務大臣)이 감독하는 반면 조선은행은 조
선총독이 감독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한 은행을 ‘특
수은행’ 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선은행은 특수은행이 맞습니다.
○ 남작 구보타 유즈루 : 제 질문에 대해 방금 총리께서 자세히 대답해주셨지만, 여전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문부대신은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비춰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것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부디 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목적을 잘 살
펴주셔서 조선 통치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작 구로다 나가시게(黒田長成) 발언 허가를 요청함]

○ 의장(후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기기에 앞서 의장에게 위임된 특

별위원의 명단을 서기관이 낭독하겠습니다.
[히가시쿠제(東久世) 서기관 낭독]
메이지 39년(1906년) 법률 제31호 중 개정 법률안 특별위원
백작 요시이 고조
(吉井幸蔵)

자작 혼조 히사나오
(本荘壽巨)

자작 마에다 도시사다
(前田利定)

남작 노다 히로미치
(野田豁通)

남작 덴 겐지로
(田健治郎)

남작 우즈마사 도모야스
(太秦供康)

남작 깃카와 조키치
(吉川重吉)

다니모리 마사오
(谷森眞男)

세키 기요히데
(関清英)

군인연금법 중 개정 법안 외 2건의 특별위원
자작 가노 히사요시
(加納久宜)

남작 오자와 다케오
(小澤武雄)

남작 아리치 시나노조
(有地品之允)

남작 이바라키 고레아키
(茨木惟昭)

남작 노다 히로미치
(野田豁通)

남작 무라카미 게이지로
(村上敬次郎)

남작 도마쓰 마고타로
(外松孫太郎)

오카노 게이지로
(岡野敬次郎)

구와타 구마조
(桑田熊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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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법안 특별위원
백작 데라지마 세이치로
(寺島誠一郎)

자작 소가 스케노리
(曽我祐準)

자작 이나가키 모토요시
(稲垣太祥)

자작 이리에 다메모리
(入江為守)

남작 다케이 모리마사
(武井守正)

남작 모리 고로
(毛利五郎)

후지타 시로
(藤田四郎)

다카하시 신키치
(高橋新吉)

가마타 가쓰타로
(鎌田勝太郎)

○ 후작 구로다 나가시게 : 이 기회에 동의(動議)를 제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끝에 예정되

어 있는 국민도덕교육의 진흥에 대한 건의안 회의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지금 열고 싶습
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작 하라구치 겐사이(原口兼濟) : 찬성
[기타 ｢찬성｣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음]

○ 백작 야나기하라 요시미쓰(柳原義光) : 구로다 후작께 질문 드립니다. 그 의제는 짧은 일

정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정을 변경하여 건의안 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후작 구로다 나가시게 : 특별히 복잡한 이유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만약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고 여러분도 찬성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회의를 열고 싶
습니다.
○ 남작 구보타 유즈루 : 저는 구로다 후작의 동의(動議)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내

각 제공(諸公) 모두 참석하고 계시는데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작 야나기하라 요시미쓰 “저도 이유를 알았으니 찬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의장(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 구로다 후작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에 동의하는 분

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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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본회의 회의록(｢조선은행법｣ 논의)

기립자 다수

○ 의장(공작 도쿠가와 이에사토) : 과반수 기립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정부의 동의를

구합니다.
……정부가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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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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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8. 제정 ｢조선은행법｣(일본국 법률 제48호)

생산기관

일본제국의회

생산시기

1911년 3월 29일(메이지 44년)

자료소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910년 8월 한일합방 이후에도 대한제국 칙령인 ｢한국은행조례｣의 효력이 일시 유지되었
으나 1911년 3월 29일 ｢조선은행법｣이 일본 국회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

｢조선은행법｣ 제정으로 (구)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 자료는 일본 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일본법령색인 검색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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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회의에서 협찬을 거친 조선은행법을 재가하여 이에 공포한다.
어명어새(御名御賽)
메이지 44년(1911년) 3월 28일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타로(桂太郞)

법률 제48호(관보 3월 29일)

조선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조선의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 ‧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레
스폰던스｣1)를 체약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점 ‧ 대리점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원(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을 이권(離權)할 수 없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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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역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한다.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결원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 총재는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의 후보자 중에서 조
선총독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 및 이사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통상주주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한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11주 이상은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추
가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
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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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 은행 또는 상인의 어음금의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2)
6. 금 ‧ 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전항 외에 영업의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한 확실한 유
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전조에 게재한 것 외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
위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2. 타 은행의 업무 대리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조선은행은 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
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은행권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
행태환권과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하는 시간까
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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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지금은 또는 일본은행태환권을
두어 지불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은지금(銀地金)은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 1을 초
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3,000만원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권의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
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발행고에 대하여 연 100분의 5 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지역 안에서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
으로 한다.

제24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의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손권(損券)3)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手續)4)은 조선총독이 정
한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6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8 이상
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이익금액이 불입자본에 대하여 연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조선은행은 해당 초과액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8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9조 조선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손상화폐 - 역주
4)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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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선은행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부할인의 금액, 방
법, 이자나 수수료, 환 수수료[爲替料], 정화준비 또는 보증준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2조 조선은행의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총독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제반의 경황 및 계산의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5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의 금고 ‧ 장부 및 제반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 및 경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
결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제36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필요는 없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하여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창립초기의 말일부터 5년에 한도
로 이에 달하는 금액을 보급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 조선은행에서 다음의 범죄가 있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
리하는 이사를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그 범죄가 이사의 분담업무와
관련될 때에는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같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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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선은행의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가 제11조 또는 제13
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원 이상 1,0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의 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20원 이상 200원 이
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전 3조의 과료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2조 본법의 시행기일5)은 칙령6)으로 정한다.
제43조 구한국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의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하고 한국
은행 설립일에 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행한 행위는 조선은행
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하여 행한 등기로 간주하고 등기부의 은
행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 이사 및 감사는 조선은행의 총재 ‧ 이사 및 감사로서 취직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그 발행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은
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1911.8.15. 시행 - 역주
6) 제203호, 1911.7.22.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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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9. 조선은행에 은행권 발행을 허가하는 이유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생산시기

1911년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한일합방 이후 일본과 조선의 경제공동체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조선은행에 별도의 은행권
발행을 허용하는 이유를 기록한 자료이며, 동 자료는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
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기록원 소장)에 수록되어 있음
조선은행에 별도의 은행권 발행을 허용하는 이유를 지리적 ‧ 경제적 지위 등 정책적 필요성
과 상관습의 차이, 교통불편 등 실제적 필요성으로 나누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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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에 은행권 발행을 허가하는 이유
일본과 조선 간의 경제 공통을 주창하면서 일본은행태환권을 공통화폐로 사용해야 한다
는 논의가 주창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과 조선은 일위대수(一葦帶水)1)로 서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실현도 역시 용이하지 않을까 여긴다 하여도 정책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1. 정책상 필요
일본 및 조선 경제를 공통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 하여도, 경제관계
에 있어서는 엄연히 국경을 이루며 특히 조선은 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대륙 여러 나라들
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대청(對淸), 대러(對露) 무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상대국인 청나라의 화폐제도는 혼란이 극심한 상태라서 언제 통일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들 국가와 무역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경제사정 및 통화상
황은 특별히 깊이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화준비의 옹호에 있어서도 매우 깊은 고려를
두루두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한국은행권은 국경을 넘어 멀리 봉천(奉天)2)지방에서도 그 유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한국은행권을 일본은행권으로 대신하고자 할 때에 대륙통상 관계나 혹은 정화준비에
불안한 생각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바로 일본은행 정화준비에 위험을 가하는 것
과 같은 것은 더욱 걱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조선은행권 발행을 허가하여 평상
시에는 조선 청나라 및 조선 러시아 간 대륙무역 관계에 따른 금융조절 역할을 하게 함으
로써 일본은행 정화준비에 소장(消長)3)을 미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조선
은행을 대륙 방면의 정화준비 옹호를 위한 방어선으로 삼아 일본은행 정화의 확고한 안정
을 도모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2. 실질적 필요
만약 조선은행의 발행권을 박탈하고 일본은행의 지점 조직으로 삼을 경우

1) 갈대처럼 가늘고 좁은 강 - 역주
2) 현재의 선양(瀋陽).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 - 역주
3)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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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업 관습의 차이

조선은 건국된 지 오래되어 생활 풍습뿐 아니라 상업적 관습도 일본과는 다릅니다. 따
라서 이에 적합한 수단을 강구하여 조선 경제계의 중추를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
다. 일본은행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규율로서 구속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풍속 ‧ 관습에 반(反)
하므로 변통의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나. 상업은행의 흠결을 보완

제국 정화준비의 옹호자인 일본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일반상업은행의 업무를 피하
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행에 명하여 주
요 지방에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케 하여 보통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으로서는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다. 교통이 불편한 점

조선 내륙은 아직 교통기관이 보급되지 않아 지방 간의 왕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주
요 지방에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태환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선금융을 통할해야 할 중추기관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일본은행
으로 하여금 조선은행을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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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10. 조선은행감독에 관한 타합사항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일본 대장성

생산시기

1911년

자료소장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879)

조선총독과 대장대신 간 조선은행감독 관련 협의사항을 기록한 자료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총독부 탁지부가 편집한 ｢조선은행법 제정 관계서류｣(국가
기록원 소장)에 수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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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감독에 관한 타합사항
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은 미리 대장대신과 협의할 것
一 조선은행법의 변경
一 존립기간의 연장
一 자본금액의 증가
一 조선은행정관의 변경
一 은행권의 발행, 손상은행권의 교환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의 변경
一 제한(制限) 외 발행 세율의 명령
一 정부계정에 속하는 대상금(貸上金)1)에 관한 명령의 개정
一 일본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
一 중역의 갱임(更任)

을 아래 사항에 대해 조선총독은 대장대신에게 보고할 것
一 조선은행법 시행에 관한 명령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一 이익배당의 인가
一 감리관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一 은행권 준비 정화의 가격 인가
一 은행권 보증준비의 종류, 변경 및 준비가격의 변경
一 지점 및 출장소의 폐지, 설치
一 외국은행과의 ｢코레스폰던스｣2) 계약체결의 인가
一 제일은행과의 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개정
一 조선은행의 매 영업연도말 계산 및 매 반기(半期)의 제반 상황

1) 정부에 대한 대출금 - 역주
2)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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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

11.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법｣

생산기관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생산시기

1944년 1월(쇼와 19년)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72)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당시의 ｢조선은행법｣으로 1945년 11월 2일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21호에 따라 해방 후에도 효력을 지속
본 자료는 한국은행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은행청산위원회 관련 제자료｣에 수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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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법
메이지 44년(1911년) 3월 법률 제48호
개정 다이쇼 7년(1918년) 3월 법률 제28호
개정 다이쇼 13년(1924년) 7월 법률 제21호
개정 쇼와 10년(1935년) 3월 법률 제1호
개정 쇼와 12년(1937년) 8월 법률 제63호
개정 쇼와 16년(1941년) 3월 법률 제15호
개정 쇼와 16년(1941년) 3월 법률 제16호
개정 쇼와 17년(1942년) 7월 2월 법률 제67호
개정 쇼와 19년(1944년) 1월 칙령 제47호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대장대신(大藏大臣)의 인가를 받아 지점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
과 ｢코레스폰던스｣1)를 체약할 수 있다.
대장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점 대리점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원[円2)]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2장 중역(重役)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2) 원(圓)의 약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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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3)한다.
부총재는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 총재 및 부총재는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배수 후보자 가운데 대
장대신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 및 이사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통상주주총회4)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
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일 경우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1개를 추가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전체를 모두 관리함 - 역주
4) 정기주주총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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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다음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의 어음금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5)
6. 금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의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8. 신탁업무
전항 외에 영업의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전조에 게재한 것 외에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
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2. 타 은행의 업무 대리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조선은행은 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단, 대장대신의 명
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은행권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하여는 대장
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하는 시간까
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5)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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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에 대하여 동액의 금화, 지금은 또는 일본은행태환권을 두
어 지불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단, 은지금(銀地金)은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1억원(圓)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권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
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발행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고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의 비
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지역 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작
성하여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손권(損券)6) 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手續)7)은 대장대신이 정한
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6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의 100분의 8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의 100분의 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선은행은 매 영업연도에 이익금에서 다음에 게재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4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1. 불입자본금에 대해 연 6푼(分)8)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 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할 금액의 최소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금에서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공제한 잔
액이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3분의 1을 다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6) 손상화폐 - 역주
7) 절차 - 역주
8) 연 6%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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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8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9조 조선은행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조선은행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대장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부할인의 금액, 방법,
이자나 수수료(步合), 환 수수료(爲替料), 정화준비, 보증준비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2조 조선은행이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대장대신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조 조선은행은 대장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제반 상황 및 계산(計算)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부는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5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의 금고장부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조선은행에 명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 및 정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와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제36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식에는 배당을 할 필요는 없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에서 정부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창립초기 말일부터 5년을 한도로 하
여 이에 달하는 금액을 보급(補給)한다.

제37조의2 본법 중 대장대신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칙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
독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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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38조 조선은행에서 다음의 범죄가 있을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
하는 부총재를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 범죄가 부총재 또는
이사의 분담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부총재 또는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같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제39조 조선은행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하는 부총재가 제11조 또는 제
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 총재, 부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전 3조의 과료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2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구(舊) 한국 융희 3년(1909년) 법률 제22호에 의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칭하
고 한국은행 설립일에 본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수행한 행위는
조선은행이 수행한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한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한 등기로 간주하며, 등기부의 은행의 명칭은 당
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및 감사로 취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그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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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법률 제15호(쇼와 16년(1941년) 3월 1일)

조선은행법 및 대만은행법의 임시 특례에 관한 건
제1조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은 대장대신이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금
액을 초과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은 전항의 금액
을 초과하는 발행고에 대하여 대장대신이 정한 비율로써 발행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비율은 연간 3푼(分)9) 아래로 할 수 없다.
대장대신이 제1항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2조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에 대한 보증으로서 동액의 금화, 지금은(地
金銀), 일본발행권10), 일본은행에 대한 예금,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
을 보유해야 한다.
대장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는 금화, 지금은, 일본은행권 및 일본은행에 대한 당좌예금 총액의 은행권
발행고에 대한 비율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은 대장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은행권 발행고를 관보에 공고
해야 한다.

부 칙
본령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쇼와 14년(1939년) 법률 제59호는 폐지한다.
본법은 지나지변(支那支變)11) 종료 후 1년 이내에 폐지한다.
조선은행법 제22조 및 제24조, 대만은행법 제9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당분간 적용하
지 않는다.
9) 연 3% - 역주
10) 일본은행권 - 역주
11) 중일전쟁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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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7호(쇼와 19년(1944년) 1월 21일)

저축은행법 등 전시(戰時) 특례
제6조 일본흥업은행, 조선은행 또는 대만은행이 일본 내에 본점을 둔 다른 은행과 코레스
계약12)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흥업은행법 제20조제1항, 조선은행법
제2조제1항 또는 대만은행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제7조 조선은행은 조선은행법 제18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있어 동조의 규정에 따른 인
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부 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2)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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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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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은행

12. 해방 당시의 ｢조선은행정관｣

생산기관

조선은행청산위원회

생산시기

1944년 9월 9일(쇼와 19년)

자료소장

한국은행 사료실(관리번호: 사료번호 772)

1945년 일제의 패망 당시의 ｢조선은행정관｣으로 미군정 법령 제21호에 따라 상위법인
｢조선은행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행 설립 시까지 존속
본 자료는 한국은행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은행청산위원회 관련 제자료｣에 수록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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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정관
메이지 44년(1911년) 8월 15일
개정 다이쇼 6년(1917년) 2월 20일
개정 다이쇼 7년(1918년) 4월 17일
개정 다이쇼 7년(1918년) 8월 20일
개정 다이쇼 9년(1920년) 2월 17일
개정 다이쇼 13년(1924년) 8월 16일
개정 다이쇼 14년(1925년) 8월 27일
개정 쇼와 12년(1937년) 9월 1일
개정 쇼와 14년(1939년) 8월 15일
개정 쇼와 14년(1939년) 12월 8일
개정 쇼와 16년(1941년) 4월 18일
개정 쇼와 16년(1941년) 8월 20일
개정 쇼와 17년(1942년) 8월 20일
개정 쇼와 18년(1943년) 8월 19일
개정 쇼와 18년(1942년) 12월 1일
개정 쇼와 19년(1943년) 9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 당 은행은 메이지 44년(1911년) 법률 제48호 조선은행법에 따라 설립하며 조선은행
이라 칭한다. 단,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The Bank of Chosen이라 칭한다.

제2조 당 은행은 조선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당 은행은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4조 당 은행은 대장대신(大藏大臣)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대장대신의 명령에 따라 필요
한 지역에 지점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당 은행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과 ｢코레스폰던스｣1)를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당 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
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당 은행의 공고는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로써 한다. 단, 총재는 관보 및 조선총독
부 관보에 의해 미리 지정한 신문지로 하여금 위와 동일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1) 환거래(correspondence)계약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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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본금 및 주식
제8조 당 은행의 자본금은 8천만원[円2)]으로 하고, 이를 80만주로 나누어 1주당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제9조 당 은행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이 아니면 당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10조 (삭제)
제11조 당 은행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및 1,000주권의 6종류로
한다.

제12조 주주가 제1회 주금을 납입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권과 교환해야 한다.
주금을 납입할 때마다 주권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총재는 여기에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주식 제1회 납입금 전액은 자본금의 4분의 1로 한다.
제14조 주금 2회 이후의 납입의 기일, 방법 및 금액은 영업의 형편에 따라 총재가 정한다.
최소 2주일 전까지 이 내용을 각 주주에게 최고(催告)하고, 동시에 이것을 공고해야 한
다. 단, 그 납입금액은 매회 1주에 있어 25원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제15조 주주가 주금납입을 게을리 할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체납
금에 대해 100원당 1일 4전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6조 주주, 등록질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인감과 주소를 당 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이
를 변경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다. 단, 인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당 은행에서
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수속을 해야한다.

제17조 당 은행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 은행에서 정한 명의개서청구서에 주권을 첨
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 은행은 주주명부에 기입의 수속을 하고 주권 뒷면에 총
재가 기명날인 한 후 환부해야 한다.
상속, 유증 등에 의해 당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당 은행에서 정한 명의개서청구
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원(圓)의 약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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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당 은행의 주식으로써 권리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 은행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 은행은 질권자의 씨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단, 그 씨명을 주권 뒷면에 기재한 후 총재가 기명날인하여 환부해야 한다.
질권의 이전등록 및 질권의 말소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19조 주권상실로 인해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당 은행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주권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주주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주권
을 첨부하여 당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새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를 받아 그 주권을 심사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 은행은 새 주
권을 교부해야 한다.

제22조 당 은행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단, 새 주권 1장 당 30
전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해야 한다.

제23조 당 은행은 주식 명의개서 및 질권의 설정, 이전의 등록 및 말소의 경우에는 1장 당
10전의 수수료를, 상실 또는 오염훼손 등에 따른 새 주권 교부의 경우에는 1장 당 30전
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해야 한다.

제24조 당 은행은 5월 3일 및 11월 3일부터 각 다음 달에 소집하는 통상주식총회3)의 종료
당일까지 주식 명의개서를 정지한다.
전항 외에 당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를 하여 1개월 이내에
주식 명의개서를 정지할 수 있다.
전 2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질권과 관련된 등록 및 말소도 역시 정지
한다.

3) 정기주주총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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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역
제25조 당 은행에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제26조 총재와 부총재는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이는 정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 2
배수 후보자 가운데 대장대신이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며 50주 이상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거한다.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단,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보결선거를 다음 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는 소유에 관계된 당 은행의 주권 각 100주를 재임 중에 감사에게 공탁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전항의 주권은 본인이 퇴직을 하더라도 해당 시기에 속하는 결산보고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28조 총재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일체의 업무에 대해 당 은행을 대표한다.
2. 총재는 법률 명령 및 정관 규정, 주주총회 및 중역회 결의에 따라 당 은행 일체의 사
무를 집행한다.
3. 총재는 주주총회 및 중역회 의장이 된다.

제29조 부총재는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결원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의 명을 받아 당 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31조 감사는 당 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32조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4장 중역회
제33조 중역회는 총재, 부총재 및 이사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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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중역회는 당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의결한다.
제35조 중역회는 필요한 경우에 총재가 소집한다.
중역회는 회원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단, 회원 중 질병, 여행,
기타 사고가 발생하여 정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그 사안이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한 회원으로 결의하고 다음 중역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의사는 다수결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 중역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결의록에 기재하고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5장 주주총회
제37조 주주총회는 통상, 임시 두 종류로 분류한다.
주주총회는 동경도에서 소집한다.

제38조 통상주주총회는 매년 6월, 12월4)에 2번 개최한다. 그 일시와 장소, 회의의 목적인
사항은 총재가 정하며, 최소 개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 임시주주총회는 다음 경우에 한해 개최한다. 그 일시와 장소는 총재가 정하며, 회
의의 목적인 사항과 함께 최소 개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 전원이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며 그 소집을 청구할 때
3. 자본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총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며 그 소집을 청구할 때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총재는 2주일 이내에 소집 수속을 해야 한다.

제40조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수 1주 당 1개로 하며, 11주 이상은 10주가 증가할 때마
다 1개가 추가된다.

제41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당 은행의 주주로 한정한다.
당 은행의 중역 및 사용인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
리인이 될 수 없다.
4) 원문은 ‘12일’로 되어 있으나 ‘12월’의 오기로 보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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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이를 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정관 변경은 자본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43조 주주총회의 의사 경과 요령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부총재,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주주총회 출석 명부는 의장 및 출석한 부총재,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의사
록에 부철(附綴)해야 한다.

제6장 영업
제45조 당 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시 거래하는 제 회사, 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금의 추심
3. 환 및 하환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예금 및 당좌대월감정(勘定)5)
6. 금 ‧ 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에 대한 보호예치
7. 지금은(地金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8 신탁 업무
전항 외에 영업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
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46조 당 은행은 전조에 게재한 것 외에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2. 다른 은행의 업무 대리

제47조 당 은행은 일본은행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국고금 출납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48조 당 은행은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영업할 수 없다. 단, 대장대신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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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당 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채무변제를 위해 인수한 동산은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은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매수인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가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당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 은행의 중역 및 사용인에게 대부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은행권
제51조 당 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한다.
제52조 은행권은 당 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어느 때라도 일본은행권으로 교환
할 수 있다. 단,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때까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 당 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에 대해 동액의 금화, 지금은(地金銀) 또는 일본은행권을 두
고 지불준비에 충당해야 한다. 단, 은지금(銀地金)은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1억원의 한도로 하여 국채증권과 기타 확실한 증권 또
는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4조 당 은행은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조 제2항에 기재된 증권 또는 어음을 보증으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5조 전 2조에서 지금은(地金銀)의 준비가격 및 국채증권, 기타 증권의 보증가격은 대장
대신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당 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및 지불준비와 관련하여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관보
에 공고해야 한다.

제8장 계산
제57조 당 은행은 영업연도를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하고,
매 영업연도가 끝나면 제 계정을 결산해야 한다.
전항의 결산이 끝난 후 총재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이익
배당안을 통상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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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익금 처분의 방법은 총 이익금에서 영업비와 기타 제반비용 및 손해분을 제외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해야 한다.
1. 손실보전 준비금

이익금의 100분의 8 이상

2. 배당평균 준비금

이익금의 100분의 2 이상

3. 납세 적립금

법령에서 정하는 액수

4. 임원 상여금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내

5. 이익금에 전기 이월금을 더한 금액에서 납부 금액 및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을 공제한 잔액을 주주배당금, 특별적립금, 후기이월금, 기타로 한다.
이익금에서 납입자본금액에 대한 연 6푼(分)6)에 상당하는 금액 및 전항 제1호, 제2호의
적립금의 각 최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4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익금에서 납입자본금액에 대해 연 6푼에 상당하는 금액 및 제1항제1호, 제2호의 적립
금의 각 최소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전항에 의한 납부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이익금의 10
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3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이익금은 제1항의 이익에서 제1항
제3호의 납세 적립금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제59조 당 은행의 이익배당금은 정부소유주를 제외한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 연 100
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까지는 정부소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 당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정부소유주를 제외한 주식에 대해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창립초기 말일부터 5년을 한도로 이에 달하는 금액의 보급을 정부
로부터 받는 것으로 한다.

제61조 당 은행의 이익배당금이 총 주식에 대해 연 100분의 6의 비율에 달할 때에는 먼저
정부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해 연 100분의 6을 배당하고 그 잔액을 정부소유주에 배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 당 은행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익금 배당은 그 배당을 결의한 주식총회 당일의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기일은 총재가 정하며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연 6퍼센트(%)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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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63조 당 은행 자본금 중 1천만원은 다이쇼 6년(1917년) 2월 20일, 2천만원은 다이쇼 7년
(1918년) 8월 20일, 4천만원은 다이쇼 9년(1920년) 2월 17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증
가한다. 제1차, 제2차 때 증액된 자본금 중 3백만원에 대한 주식 3만주, 제3차 때 증액
된 자본금 중 2백만원에 대한 주식 2만주는 액면가 이상 가격으로 발행한다.
다이쇼 14년(1925년) 8월 27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4천만원으로 감소한다.
쇼와 19년(1944년) 9월 9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8천만원으로 증가한다.

제64조 당 은행은 쇼와 16년(1941년) 법률 제15호에 따라 당분간 제53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규정에 따라 은행권을 발행한다.
1. 당 은행은 대장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당 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호의 금액을 초과하
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당 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에 대한 보증으로서 동액의 금화, 지금은(地金銀), 일본은행권,
일본은행에 대한 예금,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어음을 보유해야 한다.
4. 당 은행은 대장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은행권 발행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전항 제3호의 지금은 및 국채증권, 기타 증권의 보증가격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
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조선회사등임시조치령 시행 중에 당 은행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
르는 것으로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은 주주에 대한 통지에 대신하여 개회일 3주 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취지 및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을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중역회 결의에 따른다.
(1) 자본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대가(對價)로써 하는 영업 일부의 양도
(2) 자본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대가(對價)로써 하는 기타 회사 영업 전체의
양도

(3)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가 받아야 할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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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령 제3호(보조군표A와 조선은행권 법화 지정)

생산기관

General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생산시기

1945년 9월 7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해방 이후 미군이 관할하게 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통용화폐를 지정하는 미육군
태평양사령부(맥아더 장군)의 포고령
조선은행이 발행한 조선은행권과 미군 발행 보조군표A를 법화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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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3호
통(通)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나는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여기에 아래와 같이 포고함

제1조 법화
1.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인 ｢A｣인(印)의 원(圓)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
에서 공사(公私)의 변제에 사용하는 법화로 정함
2.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 ｢A｣인(印)의 원(圓) 통화와 현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
역에서 통용되는 법화인 보통의 원(圓) 통화는 일본은행과 대만은행에서 발행한 태환권
을 제외하고는 액면대로 교환 가능함
3. 기타의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음

제2조 일본군표인 원(圓) 화폐
4. 일본제국정부나 또는 일본육해군에서 발행한 군표와 일본점령군이 사용한 통화는 모두
무효, 무가치하고 또한 이와 같은 통화의 유통은 어떠한 거래에서라도 금지함

제3조 통화의 수출입금지
5. 지폐, 보조화폐 또는 채권의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금융거래는 본관이 허가한 경우 이외
에는 금지함
6. 금융거래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대외
금융거래로 간주함

제4조 다른 통화에 관한 법규
7.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현재 통용되는 법화인 보조군표나 또는 원(圓) 지폐 외
에 다른 통화의 유통은 본관의 허가 없이는 이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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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처벌
8. 이상 군정포고조항을 범한 자로서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동 회
의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함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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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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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법령 등의 존속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21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생산시기

1945년 11월 2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초대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의 존속에 대해
미군정 법령 제21호로 공포
동 법령에 따라 일본의회가 제정한 ｢조선은행법｣의 효력이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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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1호
1. 법률의 존속
2. 포고, 법령, 지령의 시행
3. 본령의 실시기일

제1조 법률의 존속
모든 법률 또한 조선 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
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 중인 것은 그 동안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
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全)효력으로 이를 존속함. 지방의 제반 법규와 관례는 당해 관청
에서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함. 법률의 규정으로서 조선총독부, 도청, 부(府), 면(面),
촌(村)의 조직과 국장, 과장, 부윤(府尹),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면장, 촌장, 기타 하급직
원에 관한 것은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개정 또는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당해 관청에서 폐지할
때까지 이를 존속함. 상사(上司)의 지시에 따라 종래 조선총독이 행사하는 제반 직권은 군정
장관이 행사할 수 있음.

제2조 포고, 법령, 지령의 시행
북위 38도 이남 조선의 모든 재판소는 조선의 법령, 미국태평양육군총사령관의 포고의
제 규정 및 조선군정장관의 모든 명령 및 법령을 주의 시행할 것.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재판소로 이에 육군점령재판소를 구성함. 본령의 조문에 의하여 이러한 재판소에 미국
또는 연합국의 군인 또는 관리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부여하든가 또는 재조선 미국육군이
설립한 군사위원회, 헌병재판소 기타 육군재판소에 부여한 재판관할권을 박탈하지 못함.

제3조 본령의 실시기일
본령은 1945년 11월 2일 야반(夜半)1)에 효력이 생긴다.
1945년 11월 2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에이. 브이. 아놀드(A. V. ARNOLD)
1) 자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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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33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생산시기

1945년 12월 6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의 정부 ‧ 기관 ‧ 국민 ‧ 회사 ‧ 조합 등이 소유하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1945년 9월 25일 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됨을 공포
이에 따라 해방 이전 주주의 대부분이 일본의 정부, 금융기관 등이었던 조선은행의 소유구
조가 미군정청으로 귀속되었으며 조선은행이 보유하던 금, 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소유권
도 미군정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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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공포치 않음. 이에 전혀 발령하지 않은 거와 같이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
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取締)1)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勘定)2), 채권, 유가
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全)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
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그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고 그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은 불법으로 함

제3조 본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
자, 관리자, 관리(官吏),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 단체 또는 조합은 아래의 각항을 준수
할것
(가) (1) 군정장관의 지령하에 그 재산을 보지(保持)3)하고 그 지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재
산의 이동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치 못함
(2) 그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그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
(3)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유지할 것
(나) 군정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1) 전기(前記) 재산에 관하여 요구된 자료와 1945년 8월 9일 이후 그 재산에 관련한 전
(全)수입 또는 지출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2) 그 재산의 보관, 관리권과 모든 장부, 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것
(3) 재산과 모든 수입 또는 수익금을 결산할 것

1) 단속, 통제 - 역주
2) 은행계정 - 역주
3) 보유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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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33호)

제4조 본령의 조규(條規)4), 이 령(令)에 의하여 발령한 허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재
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5조 본령은 관보에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1945년 12월 6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에이. 브이. 아놀드(A. V. ARNOLD)

4) 조문의 규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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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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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미군정 법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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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미군정 법령 제37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생산시기

1945년 12월 19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조선금융통제회 해산, 청산인 임명 등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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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
제1항 전국금융통제연합회의 일(一)통제회원인 조선금융통제회는 해산함
제2항 조선저축은행을 조선금융통제회의 청산인으로 임명함
이 청산인은 이 회의 자산을 해당 회원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이것을 분배
하고 이 회의 사무 종결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회의 사무를 최후 종결한 때에는 조선저축은행은 여기에 대하여 조선정부 재무국장
에게 보고를 제출할 것

제3항 본령(本令)은 관보에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함
1945년 12월 19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 육군소장
에이. 브이. 아놀드(A. V. ARNOLD)
공포연월일 1946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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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미군정 법령 제57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생산시기

1946년 2월 21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38선 이남의 모든 국민은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을 1946년 3월 7일까지 조선은행(Bank
of Chosen) 등 지정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하고 1946년 3월 7일 이후부터는 두 화폐의
통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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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제도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
제1조 예입(預入)명령
북위 38도 이남 남조선 내 자연인 및 법인에게 아래 사항을 명령함
가. 194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제2조에 열기(列記)한 금융기관에 자연인,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원(圓)권 이상 종류의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의 예입
나. 1946년 3월 7일 이후, 이러한 화폐의 수출, 수입, 영수, 지불 또는 고의로 소유 혹은
점유, 교부 또는 기타 이전 등 어떠한 거래에 취급이나 종사의 금지

제2조 지정금융기관
아래의 각 금융기관을 예입자의 명의로 본령(本令)에 의하여 일본원(圓) 당좌로 일본은
행권, 대만은행권의 수리를 명령 인가함
조 선 은 행
조선식산은행1)
조 흥 은 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신탁회사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연합회

각 금융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본령에 의하여 예입한 은행권을 기타 화폐와 구별하여 보관을 계속할 것
나. 예입기간 후 즉시 각 예입 화폐액을 조선 서울 군정청 재무국에 보고할 것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당좌는 인출을 불허함
무이자(無利子) 거치(据置)하며 현재, 장래의 대부 또는 부채의 담보로써 양도, 유통 사
용치 못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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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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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벌칙
본령의 조규(條規)2)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5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2월 21일 야반(夜半)3)에 효력이 발생함
1946년 2월 2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2) 조문 규정 - 역주
3) 자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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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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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의 일본은행권 교환 ‧ 예입 금지｣(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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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의 일본은행권 교환 ‧ 예입 금지｣(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5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Military Governor Bureau of Finance

생산시기

1946년 2월 25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금융기관이 일본은행권을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해 주거나 나중에 인출할 목적의 예금으로
입금 받지 못하도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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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1)
재무국 훈령 제5호
각 은행, 신탁회사 기타 금융기관에2)
1. 금융기관은 일본은행권을 조선은행권과 교환치 못하며, 일본은행권을 후일(後日) 인출
할 목적으로는 예금으로써 입금치 못함. 단, 본국(本局)이 특별히 인가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2. 일본은행권은 그 소지자의 청구로 보관되는 동시에 보관에 대하여 보관영수증을 발행함
보관인수 후는 인출 또는 이 자금에 대한 대금(貸金) 혹은 전대(前貸)를 행(行)치 못함
1946년 2월 25일
군정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재무국장

미국육군중좌3)
찰스 고든(CHARLES GORDON)

1) 영문은 ‘군정청 재무국(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Bureau of Finance)’으로 되어 있음 - 역주
2) 영문은 제목이 앞에 있으며 번역본에는 제목이 뒤에 있음 - 역주
3) 영문은 ‘Lieutenant colonel’로 현재의 ‘중령’에 해당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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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인 예금 인출 요건｣(미군정 재무국 훈령 제6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Bureau of Finance

생산시기

1946년 2월 27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일본인의 재산이 1945년 9월 25일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 상황에서 일부 허가받은 일본인
의 예금 인출 요건을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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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1)
재무국 훈령 제6호
체신국 우편저금과를 포함한 제 은행, 각 신탁회사, 금융기관 앞
1. 일본국민의 예금의 소유권은 1945년 12월 6일부 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1945년 9
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일본인이 기왕 소유한 예금의 인출을 아래와 같
이 모두에게 지령함
(가) 즉시 귀국할 정식 허가장을 소유한 일본국민은 각 세대원(귀국 정식 허가를 받은)
에 일본은행권으로 일금 1천원(圓)을 인출할 수 있음
(나) 조선에 체류하는 호주(戶主)인 일본국민은 그 생활비로 대인(大人) 1인에 매주 조
선은행권으로 일금 5백원(圓)을 인출할 수 있음
1946년 2월 27일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재무국장

육군중좌2)
찰스 고든(CHARLES GORDON)

1) 영문은 ‘군정청 재무국(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Bureau of Finance)’으로 되어 있음 - 역주
2) 영문은 ‘Lieutenant colonel’로 현재의 ‘중령’에 해당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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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군정 법령 제57호 개정(일본 ‧ 대만은행권 예입기간 연장)
(미군정 법령 제59호)

생산기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생산시기

1946년 3월 7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미군정 법령 제57호)을 개정하여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
행권의 예입기간을 1946년 3월 16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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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9호
법령 제57호 중 개정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기한의 연장
제1조 예입기한의 연장
1946년 2월 21일 발령 법령 제57호 제1조 (가)(나)항의 ｢1946년 3월 7일｣을 ｢1946년 3
월 16일｣로 개정함

제2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3월 7일 야반(夜半)1)에 효력이 발생함
1946년 3월 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1) 자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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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육군 태평양총사령부 포고령 제4호(보조군표A의 통용중지)

생산기관

General Headqua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생산시기

1946년 7월 1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1945년 9월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령 제3호(보조군표A와 조선은행권 법화 지정)를
통해 법화로 지정되었던 보조군표A의 통용을 1946년 7월 10일부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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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4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에 포고함

제1조 법화
1. 보조군표인 ｢A｣인(印)의 원(圓) 통화는 1946년 7월 10일 이후에는 북위 38도 이남 조
선지역에서 공사(公私)의 변제에 사용하는 법화가 아님
2. 1946년 7월 10일 이후에 보조군표인 ｢A｣인의 원(圓) 통화를 소지함을 금지함
보조군표인 ｢A｣인의 원(圓) 통화는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됨
1945년 9월 7일부 포고 제3호의 규정으로서 이 포고에 불합치하는 것은 이제 폐지됨

제2조 형벌
이 포고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소정 형벌에 처함
1946년 7월 1일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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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과도정부법령 제144호)

생산기관

과도정부(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생산시기

1947년 6월 21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과도입법의원에서 금융조합감독권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금융조합감독권에 대해
규율하는 과도정부법령
동 법령에 의해 도지사에 속하였던 금융조합감독권이 금융조합연합회에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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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여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아래에 의함

제1조 목적
본령의 목적은 금융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도지사(道知事)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
함에 있음

제2조 금융조합령 및 그 부수 규칙의 개정
아래 기재한 법령, 명령, 훈령 및 그 개정 법령 중에 있는 ｢도지사｣라 함을 ｢금융조합연
합회｣라 개정함
｢가｣ 1914년 5월 22일부 제령(制令) 제22호(금융조합령)
｢나｣ 1929년 4월 30일부 부령(府令) 제38호(금융조합업무감독규정)
｢다｣ 1925년 12월 5일부 부(府)훈령 제50호(금융조합 이사 및 부이사 복무 및 징계규정)
｢라｣ 1927년 2월 14일부 부(府)훈령 제2호(금융조합 이사 및 부이사 신원보증금 규정)
｢마｣ 1935년 8월 30일부 제령(制令) 제12호(식산계령)
｢바｣ 1935년 12월 13일부 부령(府令) 제145호(식산계령 시행규칙)

제3조 금융조합령의 재(再)개정
1914년 5월 22일부 제령(制令) 제22호, 금융조합령 제65조 내지 제67조 중에 있는 ｢감
독관청｣이라 함을 ｢감독기관｣이라 개정함

제4조 제령(制令) 제7호의 개정
1933년 8월 17일부 제령 제7호(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가｣ 제1조의 개정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함)는 회원에 대하여 자금의 공급, 업무상
지도, 공동 이익 증진의 도모 및 그 업무를 감독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으로서
이를 설립함
(연합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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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5조제1항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함
(1) ｢연합회는 아래의 업무를 행함｣이라 함을 ｢연합회는 아래의 업무 및 직능과
임무를 담당 수행함｣이라 개정함
(2) 7의 다음에 아래에 기재한 사항을 삽입함
회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정한 조치를 취함

제5조 유효기일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효력이 발생함
1947년 6월 21일
위를 건의함

민정장관

위를 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안

재

홍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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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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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선환금은행 창립｣(과도정부법령 제145호)

생산기관

과도정부(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생산시기

1947년 6월 16일

자료소장

국가기록원

조선환금은행(The Korean Foreign Exchange Bank) 설립 근거법령으로 이사회 및 참여회의
구성, 자본금(5억원),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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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 관보 법령 제145호 1947년 6월 16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45호
조선환금은행의 창립
조선과도입법의원(議院)이 본건 사항을 심의하여 그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이하의 규정
을 시행함

제1조(목적) 본령의 목적은 조선의 외국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은행업무 및 외국환 금융제
도를 수립함에 있음

제2조(창립) 조선환금은행(이하 당 은행이라 호칭함)이 이에 법인으로써 창립됨
제3조(운영) 당 은행의 상임임원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및 전무이사 1인으로 하며, 이사
회는 상임임원 및 4명의 이사로써 구성함
임원 및 이사의 임명 및 해임은 군정장관이 이를 행함
당 은행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함
당 은행 본점은 조선 서울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음

제4조(참여회) 재무부는 군정장관의 인준하에 참여회 회원을 임명하며 해임함
이 참여회는 당 은행 총재 및 5명 이상의 회원으로 이를 구성함
당 은행 총재는 이 참여회의 의장이 되며, 회원 중 최소한 2명은 조선 내 다른 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최소한 1명은 조선 상업계에서 선임함
참여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함
참여회는 당 은행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건의를 행하며, 이사회는 주요한 정책 문제에
관하여 참여회에 상의함

제5조(자본금) 당 은행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정하되 액면을 1만원의 주식으로써 분할함
재조선 미군정청은 우선 총액 2억원의 전액 불입 주식을 인수함
군정청은 군정장관 인준하에 이사회가 건의할 때 미발행 자본금 중에서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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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의 책임은 그 주식 인수액을 한도로 함
이사회는 군정장관의 인준을 조건으로 하여 미발행 주식 또는 군정청 소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선 내 제 금융기관 및 또는 공중에게 매각할 것을 승인할 수 있음

제6조(권한 및 의무) 당 은행은 아래에 기술한 것과 같은 권한, 기능 및 직무가 있음
가. 외국환업무의 처리
나. 재조선군정청의 외국환 규정에 의거하여 인가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명의의 합중
국 또는 다른 외국 화폐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다. 조선 제 금융기관과의 원화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라. 외국에 있는 은행을 당 은행의 환거래처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과 ｢내외국 통화로써
하는｣ 계정의 처리
마. 당 은행의 지정 환거래처 또는 기타 인정된 기관과 조선군정청이 수시로 제정할 수
있을 바 규정에 준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수출, 수입에 관한 환어음 및 기타 서류를
송달 또는 수취하는 사항
바. 군정청의 인준하에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외국무역 및 또는 외국환거래
를 편익케 함에 관련한 기타 사무의 처리
사. 사무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의 임차, 매득(買得)1) 또는 기타 취득에 관한 사항
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임직원의 임명 및 그 급여에 관한 사항. 단, 조선군정청에서
급여를 수취하는 자는 당 은행에서 첨가적 급여를 수취할 수 없음

제7조(유효기일) 본령은 인준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위를 건의함

민정장관 안

위를 인준함 1947년 6월 16일

조선군정장관

재

홍

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1) 매입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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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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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선환금은행 설립경위(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년 6월호)

생산기관

조선은행

생산시기

1947년 6월 30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도서관(관리번호 : P 542.91 하33)

조선은행의 ｢조사월보｣(1947년 6월호)에 수록된 자료로 조선환금은행 설립 취지, 설립근거
법의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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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환금은행 설립경위(6월

30일 조사)

The Korean Foreign Exchange Bank, Ltd.
애로(隘路)에 빠진 조선 산업계에 활기를 도입하는 무역은 그야말로 상업개념을 넘어 한
개(介) 생산성을 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온갖 과제가 차차 해결의 단
계에 오르려고 하는 때에 외국무역을 정식으로 7월 15일부터 인가함과 아울러 무역금융과
외국환금 제도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금은행을 동일(同日)부터 발족시킬 것이라고
기보(旣報)1)된 바는 각계에 다대(多大)한 자극을 파급시킨 것이다.
이제 발표된 바에 의하여 외국환금은행의 기구 및 성격을 적기(摘記)하면 아래와 같다
(법령 6월 16일부 제145호 참조).
1. 명칭

외국환금은행(환금(換金)이란 환전(換錢) 또는 환화(換貨)의 의미이다)
2. 장소

구(舊)조흥은행 공동(公洞) 지점(支店) 처소(處所)
3. 자본금

5억원(圓) 금액을 정부출자(단, 설립자금 및 당면의 운영자금으로 2억원을 6월 26일 조
선은행으로부터 차상불입(借上拂込)함)
4. 운영

권한 및 의무
(가) 외국환금업무의 처리
(나) 인가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명의의 외국화폐계정의 거래
(다) 조선 제 금융기관과 원화계정의 거래
(라) 외국에 있는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은행과 어떠한 통화로든지 계정
을 유지하는 사항
(마) 당 은행의 지정 환거래처 또는 기타 인정된 기관과 조선으로부터의 수출입에 관한
환어음 및 기타 서류를 송달 또는 수취하는 사항
1) 이미 알려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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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무운영에 필요한 적당한 토지건물의 임차, 매득(買得)2) 또는 기타 방법으로의 취득
(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임원 직원의 임명 및 그 급여의 지불(조선군정청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당행에서 첨가(添加)적 급여를 받을 수 없음)
5. 기구
임원 총재(1명) 월타 ‧ R ‧ 스미스(현 식은(殖銀)3) 고문, 상무부 외국환금과장) ‧ 부총재(1
명) 결원
전무이사(1명) 김진형(현 식은 이사)
이사(4명) 백두진(현 조선은행 이사) 한윤경(현 저축은행 상무 취체역(取締役)4)), 김유택
(현 상호은행 상무 취체역), 다빗 ‧ P ‧ 길(현 상무부 고문)
참여회원 – 이사회에의 건의기관, 회장은 총재겸임 윤호병(현 재무부장), 이민희(현 상은
상무 취체역), 오위영(현 신탁은행 상무 취체역), 이정재(현 조선상공회의소 상임의
원), 알란 ‧ 로렌(현 재무부 고문), 김신석(현 조흥은행 전무 취체역)
상임임원 – 총재, 부총재, 전무이사
이사회 – 상임역원 및 이사 기타
중견간부는 각 은행에서 적당히 물색한다.
6. 일반행원
일반에서 신입행원을 모집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되 발족 초기의 소요 행원은 조선은
행, 식산은행에서 각 3, 4명 전형(全衡)5) 추천할 것이고 기타 은행에서 각 1명씩은 올듯
하니 결국 약 15명 가량이 필요한 행원이 아닐까 사료된다.

2) 매입 - 역주
3) 조선식산은행(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령｣에 의해 기존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특수은행으로서의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으며 해방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후 1954
년 10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에 흡수되었음)의 줄임말. 이하 같음 - 역주
4) 이사 - 역주
5) 인물의 됨됨이나 재능을 시험하여 뽑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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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방 후 미군정의 통화 ‧ 금융제도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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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한국 및 미국정부(추정)

생산시기

1948년 7월 11일

자료소장

국기기록원(관리번호 : CTA0001300)

대한민국의 정부수립(1948.8.15.)을 앞두고 한국정부와 미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자료로 국가기록원이 소장
협정을 체결한 주체가 불명확하나 자료의 내용상 수립 예정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체결
하였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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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
서문
아래에 서명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 미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및 재한 미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
년 8월 11일의 통첩을 고려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
초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그 목적을 위해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에 의하여 미국정부는 지방 세무서의 부동산 대장 및 도면 또는 법원의 부동산등기부
에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든 재산과 그 위의 모든 건조물 및 부가물, 재한 미군정
청과 남조선과도정부의 모든 현금과 은행예금,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모
든 구조 물자 및 재건 물자를 포함하여 재한 미군정청과 남조선과도정부 각 부처 및 대행
기관이 보유한 모든 설비 물자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모든 권리, 소유
권 및 이익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미국정부가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또는 해양경비대에 제공한 군용재산은 미국정부가 재
한 미국대표에게 그 이양권을 부여하는 대로 수시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다. 이러한 군
용재산의 이양은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와 대한민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협정에 따라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수행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재한 미육군이 철수기간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
산을 철수기간 동안에 미국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정부의 비용부담 없이 이 재
산을 보존할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부록 (갑)에 기술된 재산을 미국정부가 임시로 무상 사용하게 할 것에
동의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정부가 이 재산의 수선과 보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국통화
로 부담할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의 조선은행 당좌대
월금에 대한 모든 책임, 재한 미군정청과 그 대행기관 및 남조선과도정부가 보증한 대출
1) 1948년 9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48년 9월 20일 발효(조약 제1호)된 외교부의 ｢대한민국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국한문 조약을 참고하였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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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재한 미군정청 및 남조선과도정부가 부담한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인수하고 미국정부의 이에 관한
채무 및 책임을 면제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대한민국정부의 원조에 관한 협정이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유효하다.
현재 재고가 있거나 이후 받게 될 원조 및 재건 물자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
양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양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 공급
물자에 대한 수령, 할당, 배급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다. 재한 미군정청 또는 남조
선과도정부가 매각한 구조재건 물자의 원화 순매상금(純賣上金)2) 및 수취 계정은 대한민
국정부에 이양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와 같은 매상금을 조선은행의 특별계정에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예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
였거나 이양하게 될 구조 재건 물자의 전체 매상금을 이 특별계정에 예금하는 것에도 동의
한다. 이 계정에서의 지출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 최고대표 사이에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
만 가능하다.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에 잉여재산으로 신고되어 앞으로 한국경제
에 제공되게 될 재산의 매각에 따른 한국 원화 순매상금 및 수취계정은 이에 의하여 대한
민국정부에 이양된다.

제2조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이 협정 효력 발생일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일본
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물자와 일본에 수출한 한국 물자의 차액 청산을 완료하는 것에 동의
한다.

제3조
미국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이후 독일, 독일인, 독일의 회사 ‧ 조합 ‧ 협회 또는 기타 단체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했거나 관리하였던 한국 내의 재산을 미국정
부 관할에서 대한민국정부의 관할로 이관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이 프랑스 및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언급한 한
국 내 독일재산의 이양 촉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에 동의한다.
2) 순판매대금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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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국정부는 재한 미군정청이 현재 소유 ‧ 보관하고 있는 조선환금은행 주식을 그 은행의
모든 자산 및 채무와 함께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미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환금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인 외국환 순차익
잔고3)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단, 이 금액은 재한 미국정부 최고대표와 협의하여 동
의를 받은 후에 이를 할당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외국환의 관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추가 협정이 있을 때까지 대한
민국정부가 담당한다.

제5조
대한민국정부는 재한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귀속된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 재산
에 대하여 재한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인준한다.
이 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미국정부가 취득 또는 사용할 재산에 관하여 보류한 건
을 제외하고 잔여 귀속재산으로 매각되지 않은 재산과 귀속재산의 대차 및 매각에 따른 순
수입금 중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모든 수취계정 및 매매계약과 함께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다.
(가) 모든 현금, 은행예금 또는 기타 유동재산은 이 협정 효력발생일자로 이양한다.
(나) 기타 이양해야 할 모든 귀속재산, 모든 입수 가능한 재산 목록, 도면, 증서 또는 기
타 소유권증서는 대차대조표, 운영명세서 또는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대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급적 속히 계속하여 이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제33호에 따라 현재까지 귀속되어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거나 이양되게 될 재산을 접수 및 운영하게
될 독립된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데에 동의한다.

3) 외교부의 국한문 조약에는 ‘net residual balances of foreign exchange’를 ‘순차인잔고(純差引殘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환금은행이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의 잔고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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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는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른 국가의 국민이 한국 내에 일본인 소유였
던 재산으로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에 대해 취득한 직 ‧ 간접적 권리
및 이익을 존중 ‧ 보전 및 보호한다. 단, 이러한 권리 및 이익은 법령 제33호 효력발생일 전
에 선의로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에 대해 이 조에서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현
재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제6조
일본제국정부가 전시규정에 따라 압수, 몰수 또는 가집행한 한국 내에 있는 연합국
(United Nations)의 국민재산 및 일본제국정부가 적국의 재산으로 취급한 한국 내에 있는
기타 국민의 재산으로서 제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재산은 정당한 소유
자가 적당한 시일 내에 반환을 요구하여 그 재산이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대한민
국정부가 이를 보호 ‧ 보관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소유자와 대한민국정부가 상호협정에 의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소유
자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공약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재한 미군정청이 수립한 정책을 계승하여 위 재산이 해당 소유자의 관
리하에 있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일본제국정부
및 그 대행기관 또는 일본 국민이 전쟁 목적으로 압수 ‧ 몰수 또는 가집행하여 발생한 한국
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과 같은 정도로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이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조에 규정된 재산의 관
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이 협정 효력발생일까지 재한 소련 당
국이 한국경제를 위하여 제공한 전력(電力)에 대한 미지급 채무의 만족스러운 청산을 주선
함에 있어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정부는 나아가 소련과 미국 당국의 대표자 사이에 미지급 채무의 공정한 가치에 대
해 합의가 성립되면 언제든지 이 채무를 청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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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경제로부터 재한
미육군에 제공된 모든 물자,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하여 공정한 달러화 가치로 재한 미군정
청을 통하여 한국에 변상하였고, 대한민국정부, 한국인 기타 개인 및 조직 단체가 이 기간
중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제기하거나 제기하게 될 미국정부, 그 공무원, 피용인 또
는 대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공정한 달러화 가치로 재한 미군
정청을 통하여 변상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기간 중 재한 미육군이 사용 또는 제공받은 모든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미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 한국정부 및 그 대행기관, 한국인 기타 개인 및 단체가 미국정부 및
그 소속 공무원, 피용인 또는 그 대행기관에 제기하거나 제기할 여러 종류의 모든 청구권
에 대하여 앞에 기술된 변상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되었음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나아가 미국정부, 그 소속 공무원, 피용인, 대행기관, 국민 또는 기타 개
인 및 단체에 대해 1948년 7월 1일 전의 기간 중 재한 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종류의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며 그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정
부는 앞에서 기술한 한국에 대한 변상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정을 승인하고 비
준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또한 ｢재조선 미군정청 운용 자금｣ 이라 불리는 조선은행 당좌계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모든 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고 그 책임을 면제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재한 미육군사령관이 현재 ｢재조선 미군정청 운용 자금 제2통장｣이라
부르는 조선은행 당좌계좌에서 원화를 계속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미국정부는 한국경제
로부터 취득한 모든 물자 및 서비스와 이 당좌계좌에서 인출한 원화에 대한 공정한 달러화
가치를 한국정부에 대해 달러화 또는 기타 미국 자산으로써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
(가) 대한민국정부는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 및 재한 미군정청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및 이 재산의 매각에 따른 원화순매상금
등을 고려하여, 이 재산의 공정한 대가를 이 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미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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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기로 협약하되, 재한 미군정청에 이 재산을 이전한 해외물자청산위원회의 기
록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금액은 2,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재산의 공정
한 대가 총액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는 1948년 7월 1일부터 연 2-3/8%의 이율로
써 이자를 계산하고 매년 7월 1일에 이를 한국통화로 지불할 것이며 제1차 지불기
일은 1949년 7월 1일로 정한다.
(나)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지정한 기일과 금액으로써 이 조에 규정한 채무 중 만
기가 도래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만기가 도래한 미지급 이자를 한국통화로 지
불하되, 이 조의 (라)항 규정에 따른 재산의 대가를 채무 총액에서 차감한다. 미국
정부는 이 채무 중에 수취할 차액을 해당 통화의 미화 해당액으로써 대차대조표상
대부항에 기입한다. 미국정부가 위와 같이 수취한 통화 전부는 이 조의 (다)항 규정
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다)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이 조의 (나)항에 따라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 및
이 조의 (가)항에 규정한 이자로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는 한국 내에서 사용
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미국정부의 한국 내 모든 비용 지
불에 사용될 수 있음에 합의한다.
(1) 양 정부가 상호 합의하게 될 교육프로그램.
(2)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有體) 또는 무체(無體)를 불문하고 미국정부가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그 첨부물의 취득. 이 재산은 최초에 이
협정의 부록에 열거한 재산을 포함한다.
(라)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조의 조건하에서 미국정부가 상호 협정
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와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양도한 때에는 미국정부는
이 재산에 대하여 합의한 공정한 달러화 가치4)를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정부의 채
권으로 계산한다.
(마) 양 정부 사이에 특별 협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
에 이 조의 (나)항 및 (라)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한국통화로 지불 또는 한국 내에
4) 미국 달러의 공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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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산의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양자의 총액은 7월 1일에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서 500만달러와 이 조의 (가)항에 규정한 만기 시 지불되지 않은 이자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못한다.
(바) 이 협정 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가 인수한 달러화 채무의 원화 환산액은 대한민국정
부와 미국정부 상호 간의 협정에 따라 계산하되 그 계산은 지불 직전마다 한다. 어
떠한 경우에도 원화 해당액은 지불 행위마다 당시에 제3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율에 비하여 미국정부에 불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 조건에 따라 미국정부가 제공한 장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의 재
수출 또는 전용을 미국정부의 정당한 대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에 동의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는 재한 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모든 현행 법률, 법령 및 규칙을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폐지 또는 개정하기까지 전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2조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친선 및 통상 조약의 교섭이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현재 합법적
으로 존재하는 연합국 국민 및 회사의 권리와 특혜는 이를 존중하고 확인할 것을 협약한다.

제13조
이 협정 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회계, 재산 및 운영 설비의 행정적 관리는
이 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러한 운영 및 책임을 인수
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양한다.
단, 귀속재산 및 구조 ‧ 재건 물자의 행정적 관리는 이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러한 운영 및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이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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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한 미육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재한 미육군에 의한
특정 운수, 통신, 기타 설비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재한 미육군 및 재한 미군정청 몇
몇 부서 간에 이미 체결한 모든 협정에 기속5)(羈束)되며 이를 존중할 것을 협약한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지
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국한문 및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및 영어 본문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에 따른다.

대한민국 대표

이 범 석
장 택 상

미국대표

John J. Muccio

5) 강제적으로 속박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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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약칭함)정부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함)정부 간의 이
협정은 이 날짜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의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잉여
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를 규정한다.
한국과 미국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협정의 동조 (라)항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양 정부 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고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협정의 조건하에 양
수하기를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1) 한국은 이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전후에 아래에 기록된 재산을 미국에 양도한
다. 재산의 가격은 승인된 평정관6) 3인이 이를 결정하여 달러로 명시한다. 평정관은
한국이 지명한 1인, 미국이 지명한 1인 및 양 평정관이 최초에 선정한 위원장으로 구성
된다. 재산은 아래에 기재한 재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미군 가족주택 제10호 및 대지 정동 1의 39, 1,362평
(나) 러시아인 가옥 제1호 및 대지 정동 1의 39, 720평
(다) 현재 미국영사관 서편 공터 정동 1의 9, 1,414평
(라) 현재 미국영사관 남편 공터 서울클럽 재산에 이르기까지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의 1, 8의 2,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8의 9,
8의 10 및 8의 17, 535.40평
(마) 미군 가족주택 제10호 동편의 삼각형 대지, 러시아인 가옥 제1호 ‧ 창고 1동 ‧ 가옥 3
채 ‧ 기타 건물 및 대지 서대문구 정동 1의 39, 1,675평
(바) 전 군정청 제2지구 전부 및 그 대지상에 있는 약 43채의 가옥 ‧ 기타 건물, 이 지역에
있는 식산은행7) 소유재산 전부를 포함한다. 송현동 49의 1 전부. 사간동의 96, 97의
2, 98, 99, 102, 103의 1, 104의 1, 104의 2 및 그 대지상 기타 건물 약 9,915평
(사) 반도호텔과 호텔에 인접한 동쪽 방향 주차장 종로구 을지로 180의 2, 1,944평
6) 원문의 ‘appraiser’는 평가인 또는 감정인의 의미인데, 외교부의 국한문 조약에서 평정관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표기함 - 역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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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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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증거로 아래의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한 이 협정에 서명한다.
한국어 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
문에 따른다.

대한민국 대표

이 범 석
장 택 상

미국대표

John J. Muccio

부 록 (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무상으로 임시 차용하게 할 재산은 아래에 기재된 재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가) 군용지대 제1, 제2 및 제7 내에 있는 특정가옥 51채 및 대지
(나) 각 지대에 산재한 가족주택 제9호, 제109호, 제143호, 제218호, 제221호 및 미군숙
사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
(다) 반도호텔 건너편에 있는 삼정빌딩 및 대지
(라) 미공보관 센터(전 수도경찰청 빌딩) 및 대지
(마) 특무대 지구
(바) 남대문 근처에 있는 제216보급대용 콘크리트 창고
(사) 미군 제7사단 지구(서빙고)에 있는 가옥 56채 및 대지
(아) 중앙청 지구 내에 있는 가옥 57채
(자) 미군숙사 제32호(국제호텔) 및 미군숙사 제24호(수도호텔)
(차) 미군숙사 제23호(내자아파트 3개 동)
(카) 미군숙사 제38호(프라자호텔)
(타) 영등포 가족주택지대 제1지구에 있는 가옥 8채 및 아파트 15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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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자료집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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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방 후 미군정의 통화 ‧ 금융제도 관련 조치

14. 환은통합의 진의해설(조선은행 ｢조사월보｣ 1949년 2월호)

생산기관

조선은행

생산시기

1949년 2월 25일

자료소장

한국은행 도서관(관리번호 : P 542.91 하33)

조선은행의 ｢조사월보｣(1949년 2월호)에 수록된 자료로 조선환금은행과 조선은행의 통합에
대한 조선은행의 입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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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換銀)통합의 진의해설
Problem of Annexing the K. F. E. Bank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창립당시의 두 가지 논거는 해소되었다
또 다시 조은적산론(朝銀敵産論)1)에 대하여
동결염려론(凍結念慮論)은 적산론의 아류
왜 조은(朝銀)은 외화계정을 가져야하나 - 2천4백만불의 정체(正體)서부터 은행권은 조은(朝銀)이 발행하고 발권담보는 환은(換銀)2)이 보관하는 현 제도
이번 대전(大戰) 후의 세계 신통화제도의 조류
대외환율의 안정책은, 즉 조은권(朝銀券)의 안정책
당국은 행정을 하고 은행은 금융을 한다
국제금융통화기구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더 연구하자
환은(換銀)통합은 외환은행 단수주의(單數主義)의 주장이 아니다
외환은행은 장차 복수 허용이 불가피하다
통합 반대 이유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외환투기론(外換投機論)은 시대착오 무역금융 기휘론(忌諱論)3) 역동단(亦同斷)4)
외환거래의 특수기술론(特殊技術論)은 오히려 통합 주장이다
기타 무의미한 반대이유 일속(一束)5)을 일별(一瞥)6)함
무역은행론은 환은(換銀) 통합문제와 분리하여 고려할 여지이다
중은(中銀)7)의 일반업무 범위와 식민지체제론
산업부흥자금 조달 루트의 분립은 불가
조은(朝銀) 건의의 진의와 대통령 특명의 정치성
법 이론은 위법적 방법만을 나열
한미협정 제4조8)는 더 깊이 분석할 과제이다
합법적 행정조치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1) 조선은행은 적국의 재산으로 귀속재산이라는 주장 - 역주
2) 조선환금은행 - 역주
3) 회피론 - 역주
4) 역시 동일하다. ~에 불과하다. - 역주
5) 하나의 묶음 - 역주
6) 한 번 흘낏 봄 - 역주
7) 중앙은행 - 역주
8) 1948년 9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48년 9월 20일 발효(조약 제1호)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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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前記)】
환은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잡음이 많다. 반대하는 측은 원래 사리(事理) 부당한
것을 조은(朝銀)이 강인(强引)9)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 또는 ｢위법론｣을 안출
(案出)10)하여 행정당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반대하기 위한 반대이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 협조와 연대정신의 전통을 가진 우리 금융계의 어떠한 불
미(不美)한 저류(低流)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자 입장을 자각하는 것이며, 또 국가기관으
로서 재무당국과 대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여기 감히 본고를 제
시함은 이미 문제의 귀추가 명백히 된 오늘 환은통합의 경위와 진의를 명백히 하여 일부
세간의 오해를 푸는 동시에 대국적 본말을 천명하여 둘 필요를 느낌에 인(因)한다. 특히 이
번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이유의 시비를 막론하고 기존 기관의 폐합(廢合)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였다. 지금부터 중앙은행법 기타 금융관계 법규의 신제
정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재편 재정비가 예상됨에 있어 우리는 국가적 견지에서 또는 건
국적 정신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합작할 것과 신념으로 반대할 것과를 명확히 판단함으
로써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런 취의(趣意)11)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되는 한 일반 금
융문제에 걸쳐서도 해설에 유의하였다. 문중(文中) 의견에 관한 것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조은의 의견을 대표한 것이 아님을 부언한다.

창립당시의 두 가지 논거는 해소되었다
조선환금은행은 1947년 6월 16일부 법령 제145호에 의하여 미군정(美軍政) 직속 ‧ 직할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당시 이미 같은 해 5월 17일부 법령 제141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조선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하고 있었으며 소위 행정권의 이양이 형식적이나마
실행 중에 있었으나 동 은행만은 미군정청 미국인기관의 직속은행으로 남아있었다.
동 은행법령 제2조에 의하여 동 은행은 법인격이 부여되었으나 종내 등기수속 기타 법
인설립의 법적절차는 밟지 않은 채로 있다가 대한민국 수립에 의하여 1948년 9월 11일부
｢한미재정및재산에관한협정｣(이하 ‘한미협정’이라 칭함) 제4조 규정에 따라 동 은행의 전
자산 및 채무 일체와 함께 미군정청이 소유하였던 동 은행 주식 전부가 미국정부로부터 대
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것이다.
동 은행은 이와 같이 미군정청에 직속된 특수기관으로서 시종일관하였으며 따라서 일반
9) 강하게 추진함 - 역주
10) 생각하여 냄 - 역주
11) 취지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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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또는 은행령 및 동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동 은행의 법적성
격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일반의 물의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동 은행의 성격에 무리(無
理)12)로라도 정의를 붙인다면 동 은행은 미진주군(美進駐軍) 및 그 군정청의 야전은행 내
지 그 대행기관(군용환율만을 적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앞서 기술
한 한미협정에 있어서도 허다한 군정 관리기관 중 특히 동 은행에 관해서만 별도 항목을
만들어 동 은행주식의 귀추를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동 은행의 자산 ‧ 부채의 귀속을
다시 명문으로써 중복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수긍되는 바이다.
필자는 환금은행 설립당시 환은을 이와 같은 군정청 미군기관 직속의 특수기관으로 별
개 신설하는 조치에 대하여 후술함과 같은 여러 각도에서 반대의견을 제창한 사람의 하나
로서 민국정부 수립 후 당연히 환은의 통합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즈음하여 아래 서술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먼저 감명깊이 상기되는 것이다.
첫째로, 당시 이 은행을 하필 미군정의 직속기관으로 설립함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당시
미군측은 ｢이 은행의 운영이 잘되어서 이익이 생길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은행의 운
영이 여의치 못하여 부채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외환 취급을 하느니 만큼 외화계정의
부채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군정이 아니면 그 부채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므로 미군정의 직속기관 다시 말하면 미육군성이 직접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던 사실이다.
다음은, 이 은행을 별도로 설립할 것이 없이 정부은행이며 외환거래의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조선은행에 외국부(外國部)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취급케 할 것을 주장함에 대해서는 ｢
조선은행은 귀속재산(소위 적산(敵産))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일구화(對日媾
和)13) 전에 외화계정을 설치하면 장차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 별개체
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되었던 사실이다.
환은 창립당시 주로 군정관과 그 대변인으로부터 주장되었던 이상 두 가지 논거사실은
그 주장의 근거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오늘 전부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은통합에 대하여 주한 미국대표단 재무관계자(전 재무부 고문이며 그 전에는 환은창립에
참획(參畫)14)한 군정관이던 그 이들) 측 일부에서 의연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
과 조합(照合)15) 사고할 때 특히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바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
유 중의 전자, 즉 환은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외화계정이 부채초과가 될 염려는 완전히 그
12) 이치가 아님 - 역주
13) 일본과 강화(講和) - 역주
14) 계획에 참여함 - 역주
15) 서로 맞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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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결과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화로 2천 수백만
불 이상에 달하는 그 자산 일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
에 완전히 이양되고 있으니 이러한 반대이유는 오늘은 물론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
금의 사태와는 관계없는 논거가 되고 말았다. 다음, 조선은행을 적산 운운하는 논지는 물
론 우리로서는 당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일보를 양보하여 당시에 있어서는 만일을
염려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의견이라는 점이 인
정된다 하더라도, 소위 귀속재산 전부가 앞서 기술한 한미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
부에 이양되고 대한민국의 복리를 위하여 운용되게 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대이유가
모조리 해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은통합 문제에 있어서 위에서 기술한 것
과 같은 이유를 반복함으로써 당시 환은의 독립 설치를 관철한 미국인 고문단 측 일부에서
한국정부가 주도하려는 통합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필자는 여기서 앞서 기술한 한미협정 제4조제2항의 규정, 즉 환금은행의 일
체 재산은 대한민국에 이양하되 환은이 소유하는 외화계정의 잔고를 사용 또는 할당함에는
한국 내에 주재하는 미국정부의 최고대표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협정조항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관한 문제는 통합 반대의 직접적 이유는 못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성질이 정치에 관련되므로 후말(後末)에 있어서 이번 환은
통합에 관한 대통령 지령의 정치성을 해설할 때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또 다시 조은적산론(朝銀敵産論)에 대하여
그러면 기왕 문제가 나온 김이니 후일을 위하여서 조선은행적산론(敵産論)에 대한 소견
을 이번 기회에 부연함으로써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아직도 적산론의 주장으로 현
재 환은과 조은 통합에 반대 논거로 하고 있는 이들의 참고에 공(供)하기로 한다.
그 창립시부터 연속되고 있는 조선은행의 현 대차대조표에는 확실히 적산적 요소(한미
협정이 발효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조차 부적당할 것이지만 설명의 편의상
순리적 입장에서 사용하기로 한다)가 있다. 그러나 조선은행의 대차대조표는 1945년 8월 9
일을 경계로 하여 일선(一線)을 획(畫)하여야 할 것이며, 이 날 이전에 기산된 계정에만 적
산적 요소가 있는 것이며, 조선은행의 대차대조표는 8월 9일 현재의 것과 그 후 남한지역
에 있어서의 신규활동에 관한 이동(異動)과는 본질상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
한의 유일한 발권은행이며 국고은행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장할 책무를 가진 조
선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적산 해석에 관한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
으므로 우리는 군정하에서 항시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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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석에 관하여 미관재관(美管財官)과 절충한 결과 1946년 4월 27일부 관재관 서한으로
써 조선은행의 일부 주식 중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것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나 특수 공공사업체이며 준국가기관이던 조선은행의 재산 자체는 그대로 귀속
재산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전술(前述)한 조선은행 측 법이론을 시인하는 ｢
관재관｣의 각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한미협정 제5조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주식 전부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으니 조선은행을 위요(圍繞)16)하였던 적산의 의운(疑
雲)17)은 운산무소(雲散霧消)18)된 것이다. 만일 조선은행을 적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
론자의 설을 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모순과 착오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부언하여 두
고자 한다.
조선은행은 해방 후에 있어서도 은행권을 계속 발행하여 은행권발행권을 주체로 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경영해온 것이다. 재언할 필요도 없이 은행권발행권은 인민에 속하는 주권
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면 적산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해올 수 있는 것이냐? 만일 조선은
행이 적산이라면 조선에 있어서 일제의 금융통화권의 침해의 계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 논법으로 간다면 대일구화(對日媾和) 전에는 일제(日帝)가 사용하던 것이니 저
서울시청의 건물도 적산이요, 중앙청 건물도 적산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기관의 적산론은 너무나 무계(無稽)19)하다기보다도 정기(正氣)를 망실(忘失)하고 본말
을 전도하는 망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한국적 입장에서 깊이 삼가야 할 언론(言論)으로
사고하는 바이다.

동결염려론(凍結念慮論)은 적산론(敵産論)의 아류(亞流)
또 해방 전에 기산(起算)된 조선은행의 재외재산이 동결된 사실을 들어서 조은의 환(換)
취급의 위험성과 그 상조(尙早)20)함을 주장함으로써 환은통합을 반대하는 논거도 적산론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나친 노파심에 대하여 재언 반박하건대 해방 전의
그것, 즉 8월 9일자 이전의 조선은행 재외재산이 일차(一次) 적산취급을 받아 동결되었음
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해방된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활동에 의하
여 기산된 신규 재외재산도 동결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더 확증을 들어서 말한
다면 앞서 기술한 해방 전 동결재산은 미국법령인 1943년 2월 15일 귀속명령 제913호에
16) 둘러싼 - 역주
17) 의문점 - 역주
18) 구름이 걷혀 깨끗하게 없어짐 - 역주
19) 근거나 혜아림이 없음 - 역주
20) 시기상조의 줄임말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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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조선은행 전 뉴욕출장소계정 미화 47,678불 45센트[仙] 등이 동결되었던 것인데, 이
것은 1947년 9월 12일 뉴욕주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려두는 바이니 안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 세심주도한 반대론자는 일차 대한민국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도 연합국인의 이익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대일 정식 구화(媾和) 조
약 전 이니만큼 추후 어떠한 제약을 받을지 모른다는 기우까지 상상할지 모르나, 이점에
관해서는 앞서 기술한 한미협정 제5조제3항에 있어서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합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은 법령 제33호(귀속령 1945년 12월 6일부) 유효기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을 피차 알아둘 일이며, 결국 재(在) 북한 권리의무(대한
인관계는 1억원(圓) 미만)는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타 재외계정은 대일배
상회의에서 연합국의 권위와 일본의 책임하에서 별도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한민국의 중
앙은행인 현 조선은행의 대차대조표와는 분리되는 것이다.

왜 조은(朝銀)은 외화계정(外貨計定)을 가져야 하나
― 2천4백만불의 정체(正體)서부터 ―

이상 환은 창설 당시의 두 가지 기억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의견에 대한 응수(應酬)21)
의 경위는 그러하거니와, 그러면 환은의 조은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집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한 주장은 이러하다. 이 주장의 결론을 인도함에
있어서 첫째, 우리가 알아둘 일은 군정 3년간에 있어서 미군정청 및 남조선과도정부가 주
로 그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은행에서 차용한 329억여원은(한미협정에 관한 기
획처장 설명 참조) 한미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가 무조건 인수하였음은 이미 공표된
바와 같거니와, 그 외에 미진주군(美進駐軍)에 주둔비로서 조선은행에서 직접 대부한 원화
의 누계는 111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소위 조선의 점령비로서 원래로 말하면 패전국인 일
본이 부담할 것이지만, 대일구화(對日媾和) 성립 전이므로 미국이 선대(先代, 입체(立替
))22)한다는 취지에서인지 이번 정권이양에 있어서 한미협정 제8조에 의하여 대미화환율을
450 대 1로 계산하여 미육군성 당국이 청산을 하여 주기로 되어 그 대가로 미화 2,400만불
(한미협정에 관한 기획처장의 설명 숫자와는 다소 불일치 함)이 현행 법규하에서 한국에
있어서 외화계정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인 환은을 통하여 지불되었음은 주지의 사
실인데, 그 내용 계정 정리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즉 환은은 이것을 외화계정으로 (차기
(借記))기산하는 동시에 대정부 원화계정에 원 환산액을 대기(貸記, 예금취급)하고 있으며,
21) 대응 - 역주
22) 대신 내다. 대납하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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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진주군에 대하여 111억원의 원화 차기(借記, 대부(貸付)) 계정을 가진 조선은행은
이것을 대정부 원화 차기(借記, 대부(貸付))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부에 대한 일반 대상금
(貸上金)23)과 동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정 정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그 실거래만을 본다면 2,400만불의 불화(弗
貨)24)는 조선은행이 3년간 미군진주비로 인하여 발행한 은행권이 누계 111억원의 대상(代
償)으로 일반정부 대상금 또는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25) 등과 같이 현 조선은행권의 발행
준비로 대치되어야 할 가장 담보력 있는 자산인 것이다. 한편 한미협정 제8조 말미에 명기
되어 있듯이 미군 주둔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원화의 발행과 동시적인 불화의 획득은
계속될 것이다. 중지(衆智)26)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조선은행권은 과거 3년 반 동안에 있
어서 일정(日政), 군정(軍政), 과정(過政), 한정(韓政)에 걸쳐서 정부적자의 보전과 미군 주
둔비 등을 조변(調辨)27) 입체(立替)하기 위하여 증발일로(增發一路)를 걸어왔다. 확고한 물
적준비가 없이 하는 이와 같은 통화의 증발은 소위 인플레이션의 조장으로써 통화가치의
하락, 즉 물가의 연등(連騰)28)과 더불어 민생의 고난을 초래하여 오늘 한국경제의 제반 모
순과 고난성(苦難性)의 주인(主因)29)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발족함에 있어서 이
와 같이 현비가(現比價)30)에 의하여 그 채권 절대액에 상당한 미화계정의 인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간에 인플레이션의 조장과 해독(害毒)31)에 의하여 입은 무형적 손해, 또 장래
에 미칠 그 불리한 영향과 손실은 실수액(實數額)의 수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통화사정은 이렇게 빈약한 발행담보를 가진 변태적인 통
화발행액을 부하(負荷)32)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이후 한국의 신통화제도를 구상함에 있
어서는 부득이 국내적으로는 관리통화제도를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통화
가치 유지를 위하여서는 통화의 물적 신인물(信認物)의 확보는 급속히 요청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진주비(進駐費)의 대상(代償)으로 받은 미화를
비롯하여 확실한 재외재산을 규합하는 한편, 대일배상 특히 통화의 보상요구를 관철하여
23) 정부에 대한 대출금 - 역주
24) 미 달러화 - 역주
25) 일본 발행 공사채(公社債) 등을 말함
26)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음 - 역주
27) 필요한 양식을 현지에서 조달함 - 역주
28) 연속해서 오름 - 역주
29) 주된 요인 - 역주
30) 현재로 환산한 가액 - 역주
31) 해치고 망가뜨리다. - 역주
32) 부담을 지고 있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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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통화발행고에 대한 신인물(信認物)을 보강하는 것이 산업부흥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국
내 통화가치 안정, 즉 건전통화제도의 확립에의 필수 조건일 것이며 이는 곧 한화(韓貨)의
대외신인, 즉 대외 환율의 결정과 정상적 외환거래의 재개를 추진함에 필요한 전제 준비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의 진출과 국제금융기구에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것의 실현
으로써 무역의 진흥을 재래(齎來)33)하는 한국경제 재건의 첩경34)이 되는 것이다.
조선은행은 국가신용을 대행하여 국내금융의 소통과 신용제도의 유지 ‧ 육성에 대하여
실천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동시에 은행권 발행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채무
자로서 통화가치안정을 통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앞서 기술한 2,400만불을 비롯하여 지금부터 계속 수입될 진주
비의 대가인 미화는 당연히 조선은행이 그 발행담보로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
서 이 미화를 조선은행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미화를 긴급물자 수입에 충당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국내통화의 수축을 도모함
으로써 결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하는 등 그 방법은 여하튼 간에 이러한 통화발행의 대
상은 조선은행의 계정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가장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행권의 보유자, 즉 채권자인 국민이 안심 납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은행권은 조은(朝銀)이 발행하고 발권담보는 환은(換銀)이 보관하는 현 제도
논자(論者)는 혹 조선환금은행이나 조선은행이나 다 같은 재무부 통할하에 있는 국가기
관이니만큼 미화만은 환은에서 보관하고 있어도 별 무영향이라고 한다. 은행권은 조선은행
에서 발행하고 발행담보는 환은이 보관함으로써 그나마 미약한 물적 신인(信認)35)을 가지
고 신통화제도의 육성유도를 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는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간접소유도 효력은 똑같다는 논(論)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서 그 개혁 후 재차 하락하기
시작한 중국의 금원권(金圓券) 시세가 민중이 남경부두에서 중국 중은(中銀)으로 운반하는
금괴를 본 후에는 다시 안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심리 작용적인 이 사실을 예로 들 필요도
없는 것이며, 조선은행 대차대조표 면에서 발행담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발행준비물이라
는 점이 법률로써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은 조선은행권을 신인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그
것이 그 궁극 사용에 대하여 한미 간 협의를 필요로 하는 환금은행(換金銀行)의 미화계정
으로써 표시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그 신인성(信認性) 후박(厚薄)36)의 차이는 절대적으
33) 가져오는 - 역주
34) 지름길 - 역주
35)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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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대로 환은통합(換銀統合)의 결론
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으로써 중앙은행이 외화계정을 직접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진주군에 대한 대부금의 대가로 받은 미화와 그 획득 루트(Route) 직접보유는 무에서 유를
건설하다시피 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통화제도 재건 상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된
다는 것만을 인정하여 주면 족하다.
다시 이상의 주지(主旨)는 후술하는 바, 국제금융기구 참가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 누가 말한 것 같이 내무장관이 외무장관을 겸임해야 한다는 억설(臆說)이 아니라 장차
정부가 어떤 정치차관(借款) 또는 기타 외채류(外債類)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이것은
당장 한미경제원조조약 성립으로 인하여 구현되고 있지만) 내채(內債)를 취급하는 국고은
행은 외채(外債)도 취급함이 마땅하다는 논지(하물며 그 내외채 간에 결제상 어떤 연관이
있는 데 있어서랴)로써 더욱 중은(中銀)의 외화계정 설치의 필요 이유는 결정적으로 보강
되는 것이다.

이번 대전(大戰) 후의 세계 신통화제도의 조류
2차대전 후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향은 어떠한 것인가? 생활수준의 향
상과 완전고용이 2대 문제로 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자유스러운
국제무역의 진흥이 가능한 태세를 하루속히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정신하에
서 2차대전 후 각자 국내경제의 부흥을 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운명적인 여러 국가들
은 그 통화제도 재건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2차대전 후의 각국의 통화
제도의 풍조라 할 만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해방 국가 또는 전시 중의 피 점령 국가의 형
편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승패를 막론하고 2차대전에 참가한 여러
국가들의 통화준비(금은 및 경화환(硬貨換), 즉 금환 및 기타 확실한 물적담보는 각국 내채
(內債)로 대치되고 있다)는 전비 지출로 인하여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공통적 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쟁 말기 경부터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을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신사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즉 국제통화기금의
고안이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바 미국의 지도정신에 영합한 것으로서 국제무역의 원활화
를 위한 국제환율의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기금당국의 승인을 받은 각국 통화의
평가, 즉 대미화환율을 안정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 통화제도를 세우고
보전하여 나아가려는, 말하자면 국제환본위제(國際換本位制)같은 것이 주류사상이 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 가맹국가에 있어서는 국제통화안전
36) 두꺼움과 얇음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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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환평가[爲替平價], 다시 말하면 미화에 대한 환율의 유지
그것이, 즉 그 나라 통화안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앞서 조(趙) 특사(特使)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참가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가입까지에는 허다한 전제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대외
환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상적 대외환거래의 재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국내에 있어서 통화가치의 불안정요소를 정리 제거하는 동시에 통화
제도발행 및 그 담보물의 정리정돈을 촉진하여 대외환거래 재개의 준비와 국제금융기구에
의 참가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 말하면 대미 환율의 유지가, 즉 한국 통
화가치안정의 요점이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하며
단일 외환율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통화가치안정 요소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렇
게 하는 데는 중은(中銀)은 외화계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및 한국인이 소유하는
외화의 집중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환은이 독점하고 있
는 비정상적이나마 외화획득의 루트(Route)와 재외 정부재산인 외화계정을 조은에 통합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대외환율(對外換率)의 안정책은, 즉 조은권(朝銀券)의 안정책이다
그런데 일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한미협정에서 비공식적이나마 대미 공용환율이 450
대 1로 잠정되고 있어 형식상으로도 미화에 링크(Link)되어 있으며 특히 구랍(舊臘)37)에
체결을 보게 된 한미경제원조조약(韓美經濟援助條約)에 의하여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미화
및 외환 ‧ 외자 거래량의 비중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영향력 비중에 관하여 간단한 숫자를 들건대 현재 남한의 총 유통 통화량은 430억 미만
인데 올해 6월 30일까지 남한에 도입될 외화의 총량은 12,500만불이라 하니 앞서 기술한
450 대 1로 환산하더라도 560억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화의 영향
력은 절대적일진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2차대전 후의 세계적 통화사상의 풍조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한국에 있어서는 외환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 통화가치의 안정책, 즉
외환율의 유지책이 그대로 한국 통화가치 안정책의 전부를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안 될
것이다. 원래 통화의 대내가치와 대외가치는 동일물의 표리(表裏)38)이지마는 그 가치변동
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대외적 현상과 대내적 현상으로 비교할 때 한국에 있어서는 이같이
외환거래를 통하는 대외적 현상, 즉 대외환율의 조종 유지가 결정적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37) 지난 해 12월 - 역주
38) 겉과 속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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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외적 현상은 국내경제 재건을 위한 외자의 도입을 통하여 대내적 현상에 대해서도 이
상 설명함과 같이 지배적 원인을 점하게 됨에 있어서 한국 통화가치 안정책과 외환거래 및
그 통제책은 불가불리(不可不離)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대로 동일무이(同一無
二)한 것으로 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당국(當局)은 행정(行政)을 하고 은행(銀行)은 금융(金融)을 한다
그러므로 통화가치 안정책을 담당하는 중은(中銀)은 외환집중체제를 가져야할 뿐만 아
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외환거래의 조종 통제와 국내 통화금융의 조절을 일원적으로 담당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 환은의 기능은 국책적 견지에서 조은
에 먼저 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논자는 혹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에 관한 업무면을 환
은이 담당하고, 대내가치 안정에 관한 업무면을 조은이 담당한다하더라도 재무당국이 일원
적으로 통할함으로써 유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기동성을 요하는
국제금융활동에 있어 물론 감독은 행정당국이 하더라도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행정당국의 담당할 조치와 금융기관이 담임할
업무면은 각자 다를 것이다.
문제는 대내 안정책이든 대외 안정책이든 간에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금융활동｣이
라는 특수한 업무를 통하여서 해야 하는 데 있다. 조은이나 환은을 재무당국의 동일한 출
장소와 같이 운영하기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법에 기초
를 둔 한 틀을 책정하여 금융기관에 지시하게 되며, 그 틀 머리 안에서의 금융기관의 활동
을 감시하게 되며, 그 틀 머리 안에서의 기동적 활동을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할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은행을 통솔하느니보다 두 개 은행을 통솔키 어려울 것은 상식적 견해일 것
이다. 그것 뿐의 이유가 아니라 빈약한 자원을 집약해 가지고 가장 기동적 운영의 묘를 발
휘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한국의 과도기적 통화 형편과 그 거래량의 규모를 볼 때 일원적
운영과 통제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두 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와 이익과 이유는 이
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 기타 24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현 제도와 그
체험은 중은(中銀)과 환은 통할업무, 즉 국내적 자금통제조정 통화조절기관과 대외적 자금
통제조정 환율조절기관과의 통일운영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모든 제도의 창설기에 있어서 정책과 실천의 일원성은 더욱 요청되는
것이며, 외자의 획득으로 통화발행담보의 기초를 삼아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또 정상적
환거래가 불가능하고 변태적 현물거래로서만 외화의 보유를 할 수 있는 이 계제(階梯)39)에
39) 일이 진행되는 순서나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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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특수한 외환업무를 중은(中銀)에 집중하고 일원적으로 보유 파악할 것이 국가적 입
장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외자와 외환거래의 영향이 압도적인 한국에
있어서 국내적인 관리통화, 즉 불환지폐의 소규모적 조종(操縱)을 가지고는 도저히 중은(中
銀)의 사명 특히 통화제도의 건설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외환 통할을 별개기관
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중은(中銀)을 두 개 두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되므로 그렇다면 차라
리 조은을 환은에 합병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성립되는 것이다.

국제금융통화기구와 중은(中銀)의 역할을 더 연구하자
다음의 게기(揭記)하는 이유는 국제통화안정기금40) 및 국제부흥은행41) 등 국제금융통화
기구에 가입상 필요에 관한 것이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 제1부, 국제통화안정기
금 각국 협정 제5조를 보면 가맹국을 대리하여 이 기구에 출자 및 거래를 할 기관은 그 나라
재무성 또는 중앙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중앙은행이 이 기구 가맹에 개입할 필요는 없
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나, 이 기구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후의 실정을 보건대 각국의 중
앙은행총재가 본 기구의 총재회의 멤버(Member)로서 대표위원이 되는 점, 또는 이 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각 가맹국 자국통화의 대리보관자가 각국 중앙은행이어야 하는 점, 또 대부
분은 중앙은행이 직접 차입하지만 각국의 정부 또는 국내 기업체 등에 대하여 이 기구가 대
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각국 중앙은행이 그 채무를 보증해야하는 점, 특히 본 기구 가맹국
의 불화(弗貨) 출자액 결정에 있어서는 그 가맹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또는 불화(弗貨) 보유
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의 사실에 의하여 실제 거래의 편익상에서 유치(誘致)된 국제관습
제도로써 각국 중앙은행이 그 국가를 대표하여 가입하고 있음은 국제 관례적 수속(手續)42)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작년 5월에 현 조선은행 총재 최순주씨가 도미(渡美)시에
국제통화기금 총재 겸 국제부흥은행총재인 죤 ‧ 쩨이 ‧ 멕크로이(Jhon J. McCloy)씨를 만났을
때 동 씨의 언명(言明)으로 직접 확인한 바이다. 특히 본 기구 규정 중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곳곳에 있으므로 이 기구가 각국에 대한
융자를 실행할 경우에는 그 융자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신청국의 중앙은행제도 특히 중앙은
행 권능의 강약과 그 불화(弗貨) 자산 내용의 여하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구
당국이 수 차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준비를 하기 위하여 먼
저, 조은은 현재 남한의 유일한 외화보유기관이며 외환거래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은업무를
취급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40)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rional Monetary Fund) - 역주
4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역주
42) 절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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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가 또 하나 특히 유의할 것은 2차대전 후의 모든 국제경제협조기관에 있어서
는 각국의 정부 또는 정치기관의 연합보다 직접 경제기관의 연합으로써 정치의 지배를 떠
난 국제협조의 항속성(恒續性)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과 이념이 있는 사실이다.

환은(換銀)통합은 외환은행 단수주의(單數主義)의 주장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석(註釋)을 요할 점은 현 과정에 있어서
환은은 1차 조은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차 정상적 대외환거래가 개시되는 때에 있어
서도 외환거래 은행의 단수제주의(單數制主義)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
어서 혼동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즉 현재에 있어서는 이상 누설(累說)43)한 바와 같이 환은이 가지고 있는 외화계정을 국
가적 필요에 의하여 조은에 통합해야만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환은이 장악하고 있는 특수
외환 획득의 루트(Route)는 반드시 중앙은행인 조은이 장리(掌理)44)하여야 할 특수한 것이
므로 이것을 조은으로 이양하게 되면 아직 외환율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외환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오늘 환은 존립 이유의 대부분이 상실되므로 부득이 통합의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환율 결정과 일반 외환거래 재개 후의 장래에
있어서 외환거래 은행의 단 ‧ 복수 가부론(可否論)은 별도의 문제로 된다. 즉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장차 외환율의 결정과 민간 환거래의 허용이 있을 때는 외환거래 은행은 필연 복수
주의를 채용 아니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어서 그 때에 가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외환거
래를 주로 하는 전문은행의 존립의 여지도 있는 것이며, 또는 무역금융을 일관적으로 취급
하는 무역은행 창립도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환은행은 장차 복수(復數) 허용이 불가피하다
상언(詳言)45)하면 우리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경제부흥계획에 참가치 아니
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의 이념을 보든지 이번 한미경제원조
조약의 기본 골자를 보더라도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국제환율의 안정과 통상(通商)의 자유
이며, 여러 계단과 과도 규정은 있겠으나 결국 기본정신에 있어서 이것을 용납 아니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예로 우리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개설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지점 개설
을 허용하는 이상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없다. 물론 그 외환거래는 우리나라의 외자법과

43) 여러 번 설명함 - 역주
44) 일을 맡아서 처리함 - 역주
45) 자세히 말하면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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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통제하에서 중은(中銀)이 장악 조절하는 일정한 틀머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은행 지점에 외환거래를 허용하면서 국내 일반생산 및 상업(무역
품수집)금융과 일연적(一連的)46)인 관계가 있는 외환거래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지
하는 불공평한 처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처치는 한국적 입장에서 확실히 불리한
것이 되므로 당연히 국내 일반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를 허가해야 되니 외환거래은
행의 복수제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물론 외환거래는 특수한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므로
그 활동범위는 국한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할수록 이러한 장래의 상태를 예상할 때 환
통제업무의 중추적 대행기관이며 외환 집중결제 및 국제수지 통합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
의 외환 통할기능 장악의 필요성은 일층 강조되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와 같은 외환거래
독점기관으로서의 환은의 존립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 반대 이유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이상으로써 조은과 환은의 통합을 주장하는 근간적 이유의 해설은 일단락을 짓기로 하
나, 이하는 본 문제의 해설에 방조적 자료로서 2, 3 지엽적 이유를 첨가하기로 한다. 환은
의 독립설치를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조은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지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해설키로 하건대, 대체 이러한 논자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대개 8조목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조은의 적산론. 둘째,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정부가 한다는 것. 셋째, 대내외
통화가치 안정책은 결국 재무당국이 담당한다는 것. 넷째, 중은(中銀)의 외환취급이나 무역
금융은 위험하다는 것. 다섯째, 외환취급에는 특수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여섯째, 조은의
환업무 장악은 내무대신이 외무대신을 겸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부당한 주장이라는 것.
일곱째, 외환업무는 상업금융이니까 일반은행이 할 것이요, 조은은 기타 일반 보은업무(普
銀業務)47)와 더불어 외환업무에도 관여치 말아야 한다는 것. 여덟째, 중은(中銀)이 외환업
무를 한다는 것이 식민지적 금융기관 체제라는 것. 이상으로 요약되는데, 첫째 적산론은
본 해설 모두(冒頭)48)에서 상술(詳述)49)한 바와 같이 어느 면으로 보던지 문제가 아니 되
는 것이며, 둘째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는 기구 당국에 별도로 그 수속을 재 조회하여 다
시 확인하여 둘 필요는 있으나 여하튼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개입하는 것은 환은이 아니고
중은(中銀)이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셋째는 중앙은행 기능론인데 이것은
국책적 견지에서 신중 검토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 하겠으나 두 불구자보다 하나의 건강인
46) 연결된 - 역주
47) 보통은행업무 - 역주
48) 처음 - 역주
49) 자세히 설명한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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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이 건설단계에서 그대로 둘 다 두자는 것은 기존 기관이니 그대로 두자는 인정
적(人情的) 이유 외에는 이익이 없고 손해 있는 정책이며 재무당국의 정책 영도권 문제와
는 별개로 취급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이전 문단에서 이미 길게 해설한 바도 있어 이 정
도로 생략하기로 한다.

외환투기론(外換投機論)은 시대착오
무역금융 기휘(忌諱)50)론 역동단(亦同斷)51)
문제는 넷째 중은(中銀)의 외환취급 위험론인데, 이것은 적어도 4반세기 이상의 시대 착
오론이며 1차대전 직후까지의 외환 자유거래 시대와 오늘과 같은 외환거래 통제 시대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 국가, 소위 경화(Hard
Currency)를 보유하는 국가는 겨우 스위스와 미국을 비롯한 수 개국으로 기억되는데 현재는
물론 장차에 있어서도 한국이 환(換) 통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은(한미경제원조조약 제2조제
다항 참조) 중언(重言)52)을 요하지 않는 바이며, 대체 현재에 환(換) 통제라는 것은 구체적
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수입환의 할당제와 외환공정률의 실시라 할 것이다.
수입외환 할당매각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기타 중은(中銀)이 하는 대내적 외환 매매거래
는 중은(中銀)이 암거래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전부 공정률에 의하여서 하게 될 것이므로
시세변동에 의한 거래상 손실은 있을 수 없으며, 각자 통제하에 있는 대외 복수국 거래에
있어서도 고금을 막론하고 투기거래를 하지 않고 실수(實需)53)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별
무위험인 것은 다시 해설을 요치 않으므로 이러한 반대 이유는 결국 황당무계한 것이라 아
니할 수 없다. 또 장차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통화안정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
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계정에 대체를 할 뿐이지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입은 즉 손실이라는 논거는 있을 수 없다. 또 인하 인상을 불문하고 공정환율 개정에 있
어서도 중은(中銀)은 그 기산(起算)에 의하여 그 거래환율을 지정할 것이므로 이익이 있으
면 있었지 손실은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외환업무를 취급하면 곧 무역품생산 또는 수집금
융(收集金融) 등 소위 광의의 무역금융을 해야 한다고 전제(前提)함에 대해서는 후항(後項)
보은업무(普銀業務) 문제 해설에서 언급하려하고 있거니와, 비단 무역금융만이 위험성이
많다는 논거는 전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고, 국제보험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계획무역과 통제무역, 한걸음 더 나아가 공단(公團)무역, 국가무역이 주창되며 그러한 방면
50) 꺼리거나 싫어함 - 역주
51) 역시 동일하다. ~에 불과하다. - 역주
52) 같은 말 - 역주
53) 실제 수요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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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실현의 기운이 농후한 이때에 이러한 무역금융 위험론 역시 시대착오적 인식이며
무역금융은 오히려 오늘날 가장 안전한 금융의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은(中銀)
의 무역금융 적극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후항(後項) 보은업무론(普銀業務論)에서 상술
하려는 바와 같다.

외환거래의 특수기술론(特殊技術論)은 오히려 통합주장이다
다음 다섯째, 외환거래에 특수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을 기득(旣得)하고 있는 환은을 독
립하여 존속 경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1년 수개월간 그나마 비정상적 외환거래에 있어서
또는 대외거래를 미 고문이 장악하였던 실정에 있어서 환은 자체가 체득하고 있는 외환거
래 기술의 내용과 양에 관한 언급은 고사하고, 이 논자의 범하고 있는 당착은 조은이 환은
업무 통합과 동시에 그 기술을 통합하면 해소한다는 것을 망실(忘失)54)하고 있는 점에 있
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해방 직전까지 30년간에 걸쳐 직접 정상적 외환거래의 체험과 또는
외환통제 관리사무의 경험을 가진 조은의 어떠한 인적능력을 해방 후 환은이 체득한 외환
거래의 신지식과 부합하여 신사명 하의 외환거래 운영에 공헌이 있을 것이 기대되는데 있
어서야 특수기술론에 의한 반대 이유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논자는 일본의 횡빈(橫濱)55)
정금은행(正金銀行)의 예를 들어서 전문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횡빈 정금은행이 다만 전문은행이었을 따름이지 독점은행은 아니었으며 오늘 환은
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와는 전혀 성질이 달랐던 것이며, 우리는 일본에 있어서 횡
빈 정금은행이 있을 때에도 일본이 외환통제시대로 들어가자 외환통제를 대행한 것은 일본
은행이었지 횡빈 정금은행은 아니었던 것이며, 오늘 환은이 담당하는 임무는 당시의 일본
은행의 임무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 외환전문은행의 설립 가부 문제
는 현 환은의 독점업무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우리는 또 일본에 있어서도 일은(日銀)이 외환통제를 담당하고 외환전문은행으로서의 정금
은행(正金銀行)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은행이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
여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여 둘 필요가 있다.

기타 무의미한 반대이유 일속(一束)을 일별(一瞥)56)함
여섯째, 내외무장관겸임론(內外務長官兼任論)이라는 것은 부당한 비유이다. 내채(內債)를

54) 망각 - 역주
55) 요코하마 - 역주
56) 한 번 흘낏 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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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국고은행이 외채(外債)도 취급해야한다는 정도의 비유라면 알겠다. 일곱째, 환업무
(換業務)와 보은업무(普銀業務)의 관계는 조은 주장의 진의(眞意)를 후항(後項) 무역은행론
에서 언급할 것이며, 여덟째, 식민지적 체제 운운은 다시 그 다음 항에서 해설을 덧붙이기
로 한다.

무역은행론은 환은통합(換銀統合) 문제와 분리하여 고려할 여지이다
다음의 과제는 이번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파생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무역은행론인데,
여기 관해서도 다소의 설명을 추가함이 본 해설의 이해상 도움이 될 것이다. 원래 무역금
융은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1단계는 무역품생산금융, 2단계는 무역품 모집 또는 하수(荷
受)금융57), 3단계는 수출입신용(하환(荷換) 및 신용장)인데 지금 환은에 대하여 법령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은 제3단계적 수출입신용, 즉 무역금융의 마감 절차를 무환(無換) 거래에
대한 편법으로써 신탁선적제(信託船積制)라는 것을 고안하여 변태적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
는 것이며 1, 2단계의 무역금융은 원칙상으로 일반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
대론자도 주장하듯이 무역품생산금융은 그대로 국내 일반생산금융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속하는 그것이고, 무역품 매수 및 하수금융(荷受金融)은 그대로 국
내 상업금융의 일단(一端)58)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무역은행을 창설한다 함은 이 3단계의
금융을 일관적으로 우선적으로 소통을 기할 수 있는 전문은행을 만든다는 안(案)으로 생각
된다. 그것은 한국 무역진흥 상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며, 그 이념도 잘 알 수 있다. 현
환은을 독립시키기만 하면 무역진흥이 가능하다는 논(論)보다는 몇 단계의 진보이다. 그러
나 돌이켜 한국금융계의 현상을 볼 때 아직 이러한 책안(策案)은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 단
계에 있으며 장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려가치 있는 제안일 것이다. 한국통화의 신인(信
認), 즉 대내적 대외적 가치안정에 대한 준비조치를 완료하고 따라서 환은의 책정(策定)59)
을 통하여 정상적 외환거래가 가능할 때 국내 일반금융체제와 부합시켜 종합적으로 책정될
문제이다. 금융소통의 문제는 은행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 자본금이 아니라 그 운영자
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있다. 이것 역시 중은(中銀)에 대한 재할(再割)60)에 의거할 수밖
에 없다면 정상 외환거래도 할 수 없는 지금 일반은행이 각기 취급할 수 있는 이상으로 어
느 정도로 무역금융의 소통과 무역진흥에 공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역은행을 만들
기만 하면 무역진흥이 된다는 논법은 평지에 파란을 일으키기만 할 관념적 주장이라 아니
57) 구매금융 - 역주
58) 한 끝 - 역주
59)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함 - 역주
60) 재할인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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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문제는 중복기구의 신설보다는 현 기구로써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수출품 생산금융 전대보상(前貸補償)제도 같은 것을 창안하여 실질적으로
수출금융의 소통을 시기(試期)61)할 것이며, 무역은행 등의 창설은 저리자금 조달에 대한
성안(成案)62)과 또는 현 금융기관의 분야 재편성과 체제정비에 관한 전체적 계획이 결정된
후의 문제이며, 적어도 중앙은행기구의 확정을 본 뒤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중은(中銀)의 일반업무 범위와 식민지체제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금융과 외환업무는 보은업무(普銀業務)에 속하므로 일반 보은
업무(普銀業務)와 함께 중은(中銀)은 보은(普銀) 육성의 견지에서 또는 중은(中銀)업무의
순수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는 발권은행이 외환업무도 하고
보은업무(普銀業務)도 하는 것은 식민지적 금융체제이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몇 개 신문
에 반대 측의 논지로서 소개되고 있음에 관하여 부언코자 한다. 중은(中銀)이 외환계정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그 업무에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상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 점은 생략하기로 하나, 이 기회에 중은(中銀)의 보은업무(普銀業務) 겸영문제와 식민지
적 체제론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하건대, 먼저 말하여 둘 것은 필자는 장차 한국의 중앙은
행은 대민간 보은업무(普銀業務)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과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체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실제로 중은(中銀)이 보은업무(普銀業
務)를 겸영하는 나라와 보은업무(普銀業務)를 하지 않는 나라는 반반 정도로 대별되어 있
어 중은(中銀)이 보은업무(普銀業務)를 겸영하는 나라로서 특기할 예는 영란은행이 있다.
영란은행은 전통적으로 보은업무(普銀業務)에 관여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을 비롯한 겸영국
가 측의 겸영이유는 대개 이러하다. 일국(一國) 금융시장의 조작 또는 자본통제를 담당하
는 중앙은행이 그 임무를 가장 적절히 수행하려면 금융시장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
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중은(中銀)은 대은행거래만 가지고는 실정파악이 곤란한 경우
가 있으므로 직접 금융시장과의 접촉을 가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중은(中銀)이 직접 보
은업무(普銀業務)를 통하여 시중은행에 시범함으로써 금리정책 등에 있어서 시은(市銀)을
견제하고 또는 기타 실효적 금융정책을 영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법으로 우리나
라 금융계의 현 단계, 즉 일반금융 분야가 미확정상태에 있으며 금융체제가 정비 도중에
있는 상태를 볼 때 일반은행을 장차 금융기관의 재편성과 더불어 확실한 분야와 체제에로
육성해 나아가야 할 과도기에 있어서 중은(中銀)은 가장 탄력성 있는 업무기능을 보류(保
61) 때를 가늠하다. - 역주
62) 안을 작성하다.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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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하고 있으면서 정책상 실력 발동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정부요청에 의하여 일반금융시
장에서 기동적 금융활동을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중은(中銀)의 일반금
융활동은 평시에는 보류(保留)할 것이며 정책수행 상 필요한 때에만 정부지시의 범위 내에
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은(中銀)의 보은업무(普銀業務) 겸영 가부는 중앙은
행법 속에서 규정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당국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므로 중앙은행
법문 속에 그 금지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왕년(往年)63) 일본은행 또는 만주 중앙은행
운영의 실례 기타 보은업무(普銀業務)를 겸영하지 않는 각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구태여
금지조항의 삽입은 없는 것이며, 감독기관인 재무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그 범위를 규제받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규정하여 중은업무(中銀業務)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즉 정부 자체의 정책활동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부로서 이러한 법정 방법을
취하면 이것은 또한 자승자제(自繩自制)의 처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우에 의해서는 만능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신축
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특히 건국 초에 있어서 국가신용이 아니면 조달할 수 없는
특수한 긴급건설자금을 필요로 함에 비추어 중은(中銀)의 활동가능분야는 광범하게 보유하
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법규상에 있어서 중은(中銀)을 만능은행으로 하는 것은 일제가 대
륙침략의 촉수로 사용함에 있어 그 다면적 금융기능을 필요로 함에 의하여 과거 조은에 다
각적 기능을 부여한 것과 형체 상에 있어서 우연히 일치되는 것이며, 그 필요이념은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형만을 보고 이를 곧 식민지적 금융체제라 논함
은 반대하기에 급하여 실(實)을 보지 못하고 외피만을 논하는 양두구육론(羊頭狗肉論)이라
하겠다. 이 논법을 취하면 동일한 은행명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성격의 변질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은 식민지 은행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신생할 한국중앙
은행은 이상의 논지와 같이 법규상에 있어서는 일반업무도 할 수 있는 제도로는 하여둘 것
이나, 과도기의 해소와 장차 금융분야의 확립과 더불어 이 기능은 정부지시에 의하여 그
실제 활동을 전적으로 보류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부흥자금 조달 루트(Route) 분립(分立)은 불가(不可)
금융체제 정비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일언(一言)64)하여 둘 문제는 이번 수입되는 막대한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을 중앙은행 자금 풀(Pool)과 분리하여 직접 산업자금으로 융통할 수
63) 예전 - 역주
64) 간단히 말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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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이 방법과 저 수단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즉 솔직히 말한다면 원조물자 판매대금은 미국의 원조법에도 명료하듯이 피 원조국 산업부
흥자금에 사용하도록 원조국과 피 원조국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국
내 판매대금을 산업은행이나 무역은행 등이 취급하여 직접 산업부흥자금에 충당하자는 것
인데, 이것은 혈액순환에 있어서 심장을 경유하지 않고 하자는 논(論)이 아니면 심장을 둘
가지고 한국경제를 이원적으로 순환시키자는 논(論)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앞서 그
비중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당분간 한국경제는 외자 중심을 불면(不免)65)할 것이니 과거
군정하에서 미군 민간물자 보급소가 조선경제의 우이(牛耳)66)를 잡고 있었던 사태를 재판
(再版)67)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원조물자대금을 산업자금에 대체하는 정통적 방법
은 판매대금은 중은(中銀)에 환류시켜 1차 통화수축에 도움이 되게하고, 다시 중은(中銀)은
종합적 자금계획에 의하여 그 발행여력을 가지고 산업은행의 장기채권인수 또는 무역은행
에 대한 저리 특별융자 등에 도움이 되게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할 것이 마땅하므로 항간
에 횡행하는 아전인수류의 산업자금 유도론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일언(一言)을 정(呈)68)
하여 두는 것이다.

조은(朝銀) 건의(建義)의 진의와 대통령 특명의 정치성
이상 논술함과 같은 대국적 관점에서 조선은행은 환은설립 직후서부터 기회 있는 대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환은업무 통합론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최총재(崔總裁) 취임 후
작년 10월 하순 그 취임사에서 다시 강조 언급한 바 있었다. 그러던 차에 조선은행은 작년
11월 중순 본 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접하였던바, 조선은행으로서는 본 해설의 취지와
같은 의견과 주장이 반영되는 중앙은행법을 먼저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를 본 후, 신한국중
앙은행이 발족함에 있어서 조은과 환은을 통합 계승할 것을 답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
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통령은 구랍(舊臘)69) 20일부로 재무부장관에 대한 특별지령
으로써 한미협정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환은의 전 재산을 조은에 이양하는 동시
에 한국정부가 인수하고 있는 미군정이 환은에 출자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차용한 채무 2억
원과 상쇄할 것과 조은에 대하여 법령 제93호에 의하여 외환취급을 허가하는 동시에 이후
조은을 외환취급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명
65) 면하지 못함 - 역주
66) 중요한 부분 - 역주
67) 과거의 어떤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 - 역주
68) 밝히다 - 역주
69) 작년 12월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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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였다. 앞서 기술한 답신에 있어서 조은 측은 현재 일부 재무당국자의 의견이라고 전하
여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견, 즉 신한국중앙은행 설립시에 통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통
령은 현상 그대로 즉시 통합절차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촌탁(忖度)70)되는데 그것은 상상컨대
(1) 신중앙은행법은 국회의 현 의사(議事) 폭주상태(輻輳狀態)로 보아 그 통과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일면 구랍(舊臘) 10일 한국경제원조조약이
체결되어 원조물자는 1월부터 수입되게 됨에 있어서 금융기구 면에 있어서 그 수입
태세를 급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2)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해서는 지난 가을 조특사(趙特使) 파견시에 의사표시를 한 바
이나, 이번 UN가입이 달성되면 신중은(新中銀) 설립 이전에 급속히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
(3) 본 통합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한미협정 제4조 보류(保留) 조건(미화계정 사용에는
미 대표의 동의를 요함)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것
(4) 원조물자 대금을 군정 하의 재정적자 처리와 직결하는 국책(國策)은 이미 그 대강의
결정을 보고 실시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통화안정과 관련됨에 있어서 원조물자 도
입에 부수하는 내외환 거래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5) 신화폐제도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한국의 대외채권 및 재산을 한 데 뭉쳐서
빈약하면 빈약한대로 그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최고도로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것
(6) 군정기관으로써 외국인 영도하에 시종(始終)한 환은을 대한민국의 신발족과 우리나라
무역계의 현상으로 보아 과거의 운영내용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 여섯까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책임자로서의 최고 국책 구상에 관련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법 이론은 위법적 방법만을 나열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측에서 법 이론을 안출(案出)71)하여 대
통령 지령 내용은 환은의 폐지를 명령한 것이므로 환은의 폐지는 입법사항에 속하니 행정
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로밖에 사고(思
考)되지 않는 것이, 앞서 기술한 대통령의 특명은 물론 현행 법규하에서 가능한 합법적 수
70)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 - 역주
71) 생각하여 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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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의하여 그 통합의 실효를 기하라는 것이지 법규에 위반되는 방법이라도 강행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 합법적 수속절차는 행정장관이 기안하여 대통령 명령의 실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적 처사일 것이다. 앞서 기술한 대통령 특명의 자구부분에 구애되어 편승
(拘抵便乘)하여 입법사항 운운의 고육론(苦肉論)을 부회(附會)시킴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다. 필자도 군정법령 중 법률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명령사항은 대한민국의 명령으
로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음을 잘 안
다. 또 조선환금은행법(朝鮮換金銀行法)과 같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사항이라는 설(說)에도 다소의 이의가 없지 않으나
그대로 수긍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술(上述)하여 온 바와 같은 필요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환은업무의 조은 통합이 현 법규하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방법에 있어
서는 말항(末項)에 결론하기로 한다.

한미협정(韓美協定) 제4조는 더 깊이 분석할 과제이다
서상(敍上)72) 환은 성격과 그 법 이론에 관련해서 여기 연구문제로 하나 제시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한미협정 제4조 환금은행(換金銀行) 양도 조항에 있어서 환은을 완전한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언구(言句)가 있는 점이다. 즉 환은이 여하간 사단법인이라면 그 주식의 양도
자구만으로 그칠 것인데 주식과 함께 해당 은행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한다는 조항이 첨가
되어 있음을 볼 때 다시 이 사실을 환은법(換銀法) 서문(序文)에 있어서의 잠정 규정적 문구,
주권을 향유하지 않고 영토권을 토대로 하지 않은 군정법령 해석에 대한 국제법상 이설(異說),
환은의 설립등기 수속 미료(未了)73) 내지 불능, 해산 폐지 규정, 기타 환은법에 있어서의 많은
미비점 등의 사실을 보건대 환은은 법인이라기보다도 군정의 한 기구(외국(外局)과 같은)이었
던 것이 정권이양에 있어 그 자산 부채와 함께 신정부로 이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이며,
앞서 기술한 협정 제4조의 협약은 환은법에 그 폐지 또는 해산규정이 없는만큼 군정의 특수기
관이던 환은은 군정의 폐지로써 청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규정한 조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 시기의 한 개 기관이 군정이양 조항에 의하여 그 해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있는 이상 신정부가 이를 폐지함에 그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에 관해
서는 그 찬부(贊否) 양측에 충분히 의논(疑論)의 여지를 예상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의논의 여지가 있는 결론으로써 본고(本稿)를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며, 이
72) 위에서 설명한 것 - 역주
73) 아직 마치지 못함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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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 연구과제로서 또 한 가지의 보류 과제인 특수법에 그 해산 또는 존립기간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법(은행법, 회사법, 민법)의 해당 사항을 적용할 수 있
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당국에 참고로 제의(提議)하여 두려는 것이다. 또 하나 부언코자 하
는 것은 자유신문(自由新聞) 지상에 ｢카타바｣ 생(生)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은은 등기절
차를 면제받은 특수법인이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설립효력이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지
장이 없다 하나, 가까운 예로 환은이 그 은행 거래상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소유
권 등기 등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니 환은은 그 조항에 얽
매여서 무리하게 법인으로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폐지할
수 있는 재무부의 외국(外局)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무리 없는 해석이지만,
법적 수속상 만전과 신중을 기하여야만 할 행정책임자의 입장을 감고(勘考)74)하여 필자는
소극협의론(消極狹義論)을 택하는 견지에서 가능한 통합방법을 아래와 같이 진언(進言)75)
하기에 그치기로 한다.

합법적 행정조치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소극적 해석에 의하여 행정적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열기(列記)76)하
건대

우선 (1) 환금은행법(換金銀行法) 제5조에 의하여 정부는 그 소유주식 전부를 환금은행
(換金銀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선은행에 이양한다. 그 대가로서 환은 출자를 위하여
정부가 조은에서 차입한 채무를 청산한다. 다음은 (2) 정부는 법령 제93호 제1조에 의하여
조선은행에 대하여 비법화(非法貨) 거래를 허가(｢카타바｣생의 법이론은 고의(故意)인지 부
지(不知)인지 가능한 이 방법을 간과하고 있다. 법령 제93호의 제1조와 제3조제2항을 함께
참조하기 바란다)하는 동시에 환금은행(換金銀行)에 예탁 중인 정부 외화예금을 조은에 이
전하는 동시에 조선은행을 정부의 외환계정 일체의 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3) 정부는 환
금은행(換金銀行) 중역진을 일부 경질하여 총재 이하 조선은행의 중역과 동일인으로 임명한
다. (4) 환금은행(換金銀行)은 이사회의 자발적 결의에 의하여 조은과의 협약하에 특정 채권
채무를 조은에 양도한다. 이 양도가 완료된 후에 양도하지 않는 환은자체의 미결제 계정 등
이 완결될 때의 환금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대방(貸方)에 출자자 조은에 대한 자본금계정 2억
원과 별도 조은에 대한 이익금을 제외한 채권채무의 차액예금 2억원으로만 되고 2억원을 초
과하는 채권 초과액, 즉 이익금 누계액은 조선은행의 정부예금계정으로 불입한다. 환은은
74) 심사숙고 - 역주
75) 윗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말함 - 역주
76) 나열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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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은통합의 진의해설(조선은행 ｢조사월보｣ 1949년 2월호)

국회에서 신한국중앙은행법안이 통과되고 조은법(朝銀法)의 폐지와 동시에 환은법(換銀法)
의 폐지가 법률로써 제정될 때까지 앞서 기술한 소극적 업무만을 계속하면서 존속한다. 혹
은 환은은 이렇게 적극적 기능만을 정지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장차 외환율의 결정, 정상적
외환거래의 재개에 따라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일부 불비(不備)한 법문조항을 보충 개정하
여 그야말로 외환전문은행 또는 무역은행 등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환은통합
문제에 대한 가장 안전 확실한 행정조치는 이상으로 완해(完解)77)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하
등의78) 이의를 들을 점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조그만 문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뒤적거리
면 크게 보이는 것이 즉 인정(人情)이다. 우리는 좀 더 대국적 견지에서 허심탄회하게 합작
할 것은 합작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자치성이 필요하다. 특히 재무부와 중은(中銀)은 일
심동체적 활동을 할 것, 중은(中銀)은 항시 재무당국에 대한 보좌적 입장에 있음을 피차 망
각치 말 것이다. 본래 말(末)은 말(末), 시(是)는 시(是), 비(非)는 비(非), 공(公)은 공(公), 사
(私)는 사(私)이다. 정치와 행정과 금융에 혼동이 없도록 협조함에 인색(吝嗇)치 말지어다.
｢끝으로 재무부장관은 현행 은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앞서 기술한 환은의 자발적 업무이양
도중에서 환은업무 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점을 보류하여 둔다.｣(완)

77) 완전히 해결됨 - 역주
78) 아무런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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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조선환금은행 운영에 관한 재무부장관 지시
조선환금은행 운영에 관한 건
이번 상부의 명에 의하여 위 은행(銀行) 운영에 관하여 아래에 기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실행 절차를 취하시와 선처하심을 앙망함
기(記)

1. 현재 대한민국정부의 소유 조선환금은행 주식 액면 금 2억원을 조선은행에 매도할 것.
주식매도 가격은 액면금액으로 정하되 매도일 현재의 동 은행 잉여금은 정부소유로 함.
단, 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추후에 지시함
2. 조선은행(朝鮮銀行) 임원 전부를 조선환금은행 역원으로 겸임케 함
3. 조선은행 총재 최순주(崔淳周)씨로 하여금 조선환금은행 총재에 겸임케 함
4. 조선환금은행 부총재 김진형(金鎭炯)씨로 하여금 조선은행 이사에 겸임케 함
단, 양(兩) 은행 임원은 그 겸임에 대하여는 보수를 취득하지 않을 것임
단기 4282년(1949년) 2월 1일
재무부장관 김도연(金度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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