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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본부

2015년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손권 교환현황

1. 소손권 교환 현황
□ 2015년중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한중)가 전남 서남부지역 거주민
을 대상으로 화폐교환 창구에서 화재, 부패,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 실적은 228건, 3,106
장에 38,091천원임
ㅇ 2014년중에 비해 건수 217건(△48.8%), 장수 1,300장(△29.5%), 금액
은 10,412천원(△21.5%) 각각 감소하였으나,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67.1천원으로 전년(109.0천원)에 비해 58.1천원(5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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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손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15,066천원(39.6%), 화재 등으로 불
에 탄 경우가 13,757천원(36.1%), 칼·가위 등으로 잘게 잘린 경우가
3,961천원(10.4%), 장판 밑에 보관하였다가 눌린 경우가 2,966천원
(7.8%), 세탁에 의한 탈색이 1,412천원(3.7%)임

2. 주요 교환사례

<화재로 인한 교환>
□ 2015. 1월 목포시 최모씨의 모친은 7년여동안 모은 현금(12백만원)을 이
불장 서랍하단에 보관해오다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 소실됨
→ 현금 12백만원중 만원권 297장 등 315만원 만을 새돈으로 교환

□ 2015. 5월 함평군 채모씨는 회사 책상위에 놓아둔 현금(만원권 300장)봉
투를 직원이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린 사실을 모르고 쓰레기를 태우
다 발견하고 조기 진화와 함께 불에 탄 지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함
→ 만원권 300장중 1장을 제외한 299장을 새돈으로 교환

□ 2015. 10월 진도군 곽모씨는 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중
인 현금(오만원권 94장)의 일부가 소실됨
→ 오만원권 94장중 전액 인정 68장, 반액 인정 20장으로 판정받아 390
만원을 새돈으로 교환

<보관 부실로 인한 교환>
□ 2015. 3월 강진군 윤모씨는 2년전 현금(541만원)을 비닐봉지에 넣어 다
락방에 보관해 둔 것을 잊어버렸다가 최근 집안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
하였으나, 습기가 스며들어 심하게 부패됨
→ 오만원권 10장, 만원권 491장 등 전액을 새돈으로 교환

3. 화폐보관 관련 유의사항

□ 지갑 사용을 생활화하고 거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 화폐는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장판 밑, 습기가 많은 곳 등 타거나 훼
손이 우려되는 장소에 보관 금지
□ 불에 탄 화폐는 남은 재를 털거나 부서뜨리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
하여 한국은행으로 운반
□ 습기 등에 훼손된 화폐는 찢겨진 부분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한
국은행으로 운반

<참 고>
♢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 3/4 이상
이면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교환해 줌
♢ 따라서 돈이 불에 탄 경우에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
을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해 주고 있으므로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
다거나 쓸어내어 버리지 않도록 하고 운반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
상자, 플라스틱 그릇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