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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러두기
1. 본 도록에 실린 화폐와 기념품은 김명호 전 총재가 기증하신 것으로 화폐는 기념주화, 민트세트, 금화, 은화,
기타로 분류하였고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화폐(현용화폐류)는 제외하였다
2. 화폐는 명칭, 국가, 발행연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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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기념주화의 이해’
조병수 (전 한양대 겸임교수)

지난 2006년 새해 벽두 김명호 전 한국은행 총재님은 양 손 가득 짐 꾸러미를 들고 한국은행 화폐금융
박물관을 방문하셨습니다. 포장을 풀어 화폐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수집하신 경위 등을 설명해 주신 후
가져오신 화폐 전부를 화폐금융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화폐금융박물관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폐기증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현직 한국은행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여 지니고 있던 화폐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화폐금융박물관은 이렇게 기증받은 화폐들을 모아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기증화폐 특별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6월 새로 문을 열게 될 화폐금융박물관 2층 전시공간에
‘기증화폐실’을 마련하여 소중한 화폐들을 기증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기념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호 전 총재님이 기증해 주신 화폐는 귀금속 주화, 기념주화, 민트세트 및 유럽의 사용 주화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 주화에는 1780년 발행된‘마리아 테레사 탈러(Maria Theresa Taler)화’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은화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표적 은화인 모간 달러(Morgan Dollar 1878~1921)와
피스 달러(Peace Dollar 1921~1935), 디자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의‘지금형 금화(Bullion
Coin)’등이 있습니다.
기증화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기념주화입니다.
이들 기념주화에는 다양한 도안이 사용되고 있어 발행한 나라의 정치 문화 및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전 총재님은 각 액면별로 주화 한 장씩을 넣어 만든 민트세트도 여러 점 기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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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화폐 자체의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포장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디자인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기증품 중에는 화폐들 외에도 한국은행 총재로 재직하시면서 외국에서 받은 각국의
공예품 등 17종(19점)의 기념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현재 화폐금융박물관에 상설
전시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호 전 총재님은 195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1995년 제19대 총재직을 마칠 때까지 오랜 세월을
한국경제의 발전과 한국은행의 도약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총재 재임기간 중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악 시도를 온 몸으로 막으셨으며 한국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가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탁월하신 역량으로 경제외교 노력을 강화하셨습니다. 평생 수집하신
귀한 화폐들을 선뜻 화폐금융박물관에 기증하신 데에도 이처럼 항상 나라 발전을 위해 힘써 봉사하시고
한국은행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던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시며 참다운‘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신 김명호
전 총재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귀한 뜻이 변화의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기증화폐 도록이 화폐금융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물론 화폐를 수집하거나 화폐를
공부하려는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 3
경제교육센터 원장

김 학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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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1935~) 前 한국은행 총재
김명호 전 총재는 195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외환관리부장, 여신관리국장,
이사, 부총재를 지낸 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제19대
한국은행 총재(1993~1995)를 역임하였다.

기증화폐 및 기념품 내역
- 세계 각국의 기념주화와 귀금속 주화 129점
- 세계 각국의 민트세트와 발행 중지 화폐 135점
- 각국의 민예 토산품 17종(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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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주화

독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불가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필리핀

독일, 뮌헨 올림픽 기념주화,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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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기념주화, 197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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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독립 30주년 기념주화,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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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WF 20주년 기념주화, 199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30주년 기념주화,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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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건국 500주년 기념주화, 1992

미국, LA올림픽 기념주화, 1984

미국, 자유의 여신상 기념주화, 1986

미국, 한국전쟁 기념주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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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틀랜타 올림픽 기념주화, 1995

베트남, 기념주화, 1989

불가리아,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1988

스위스, 건국 700주년 기념주화, 1991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 기념주화, 1992

싱가포르, 을해년 기념주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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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PO 기념주화, 1970

일본, 삿포로 동계 올림픽 기념주화, 1972

일본, 동경 올림픽 기념주화,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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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35주년 기념, 1984

중국, 서장 자치구 성립 20주년 기념, 1985

중국, 내몽고자치구 성립 10주년 기념, 1987

20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 성립 30주년 기념, 1985

중국, 국제 평화의 해 원년 기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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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6차 전국운동회 기념, 1987

중국, 영하 회족 자치구 성립 30주년 기념, 1988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40주년 기념, 1989

중국, 중국인민은행 성립 40주년 기념, 1988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성립 30주년 기념, 1988

중국, 제 11회 아시안게임 기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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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민 나무심기 운동 10주년 기념, 1991

중국, 중국 공산당 성립 70주년 기념, 1991

중국, 제1차 세계여자축구대회 기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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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팬더 기념주화, 1991~1992

태국, 6회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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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합국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주화, 199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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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BATAAN DAY 25주년 기념주화, 1967

필리핀, 요한바오로 6세 기념주화, 1970

필리핀, 맥아더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 1980

필리핀, 민주화 투쟁 기념주화, 1982

26

김명호 前 한국은행 총재 기증화폐 도록

필리핀, 맥아더 기념주화, 1947

필리핀, 민주화 투쟁 기념주화, 1992

필리핀, 호세 리잘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 1996

27

필리핀, 국가 영웅 기념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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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 영웅 기념주화

29

민트세트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필리핀

홍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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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민트세트(보급형), 1992

33

뉴질랜드, 민트세트(고급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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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트세트, 1995

35

싱가포르, 민트세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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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민트세트, 1983

37

영국, 민트세트, 1985

38

김명호 前 한국은행 총재 기증화폐 도록

캐나다, 민트세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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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트세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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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트세트, 1993

41

금화, 은화, 기타주화

미국, 지금형 주화, 1986
벨기에, 100ECU 금화, 1989
영국, Gold sovereign 금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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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건 달러, 1887
미국, 피스 달러, 1924
미국, 리버티 달러, 1943
미국, 아이젠하워 달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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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마리아 테레사 은화, 1778
멕시코, 무역은화,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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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오푼동화, 1898
청, 광서원보, 1875~1908
청, 대청동폐, 19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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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념 은메달 순은메달

기념품

말레이시아, 백랍(白蠟)제 도금컵

HSBC 한국사무소 개설 기념 은제 접시
캄보디아, 은제 양각 소형주전자

미국, 기념메달

스리랑카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르단 평화협상 기념메달

파키스탄, 은제 양각 소형함

이

프랑스, 동제 양각 동식물문

카, 목제 액자 및 장식품

싱가포르, 금도금 나뭇잎 모양 장식품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앙은행 100주년 기념메달

문 장식품 기념메달

필리핀, 옥제 소형함

영국, 영란은행 300주년 기념 은제 접시

일본, 칠보 장식물

중국, 12간지 금도금메달

기념 은메달
제29회 SEACEN 총재회의 참석시
대만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음(199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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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메달
대만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받음(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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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랍(白蠟)제 도금컵
SEACEN 센터 방문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받음(1995.8.1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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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메달
미국(1993. 9. 28)

53

목제 액자 및 장식품
SEACEN 총재회의 참석시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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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금 나뭇잎 모양 장식품
싱가포르 은행협회 강연시 받음(19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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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300주년 기념 은제 접시
영란은행 방문시 받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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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한국사무소 개설 기념 은제 접시
HSBC 은행으로부터 받음(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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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요르단 평화협상 기념메달
이스라엘 방문시 이스라엘 조폐청으로부터 받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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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앙은행 100주년 기념메달
이탈리아 중앙은행 방문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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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장식물
일본 조폐청으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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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지 금도금메달
중국 상하이 방문시 받음(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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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 양각 소형주전자
SEACEN 총재회의 참석시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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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 양각 소형함
SEANZA 총재회의(카라치) 참석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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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 양각 동식물문 장식품
프랑스 중앙은행 방문시 받음(1994.5.5)

기념메달
아시아개발은행 총회(니스) 참석시
프랑스로부터 받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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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제 소형함
한국외환은행 지점인가를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 방문시 받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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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주화의 이해
조 병 수(曺秉須)
-전 한양대 겸임교수

‘記念鑄貨의 理解’
화폐는 일반적으로 지폐와 주화로 구분하며 지폐는 다시 정부지폐와 은행권으로, 주화는
일반 유통주화와 기념주화, 특수주화 등으로 대별된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경화(硬貨:hard coins)라고도 하는데 서양에서는 코인
(coins),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주화라 부르고 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금속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조화폐라고 하였으며 약칭으로 주화로
부르게 되었다. 서양의 코인(coins)은 그 어원이 라틴어의 Cune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楔) 즉 쐐기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초창기 주화를 제조할 때 쐐기 형태의 극인
(極印:주화를 압인하는 형틀)을 사용하면서부터 붙여진 것이다.

주화의 생성과 변천
주화의 생성과 발전은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양의 주화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체의 형태를 본 따 쇳물을 형틀에 부어 만드는
주조방법이 사용되었다. 서양의 주화는 이와는 달리 땅 속에 파묻혀 있던 금속을
채취하여 그 위에 특정 문자나 그림 등을 압인하여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금속을 이용하여 만든 화폐는 기원전 8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출현되었다. 당시
농사용 삽이나 일상생활에 쓰이는 칼 등의 모양을 따서 만든 도전(刀錢), 농기구 모양의
포전(布錢) 등이 등장하였는데 포전은 BC 770년경 주(周)나라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그 후 약 500여년간 중국 전역에서 유통되었다. 우리나라의 엽전과 같은 둥근모양의
원형주화는 BC 220년경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각종 제도를 개혁하면서
화폐제도도 재정비하였는데 이 시기에 원형의 진시왕 반량주화가 나왔다. 이것은 그 후
한(漢) 무제 때의 오수전(五銖錢)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엽전형태로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동양 주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
착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옛날 주화를 보면 통보(通寶), 원보(元寶),
중보(重寶)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들 중 통보는 중국 당(唐)대에 개원통보(開元
通寶)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쓰인 것으로 유통화폐라는 뜻이다. 그 이후에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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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권의 화폐에는 대부분 통보, 원보, 중보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엽전에는 상평통보, 동국중보 등이 있고 일본의 주화에는 관영통보, 경덕
원보 등이 있으며, 베트남에는 대치통보(大治通寶), 순천원보(順天元寶)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양권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화폐의 명칭에 ○○通寶, ○○元寶, ○○重寶 등을
사용해 왔다.
서양에 주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약 610년경 소아시아 고대국가의 하나인
리디아(Lydia)로 알려지고 있다. 리디아는 기원전 7~6세기까지 소아시아 서부지방
(현 터키의 서부)에서 번성하였던 왕국으로 특히 야금(冶金)·채광(採鑛) 등이 발달한
나라였다. 당시 엘렉트럼(Electrum)이라고 하는 주화는 리디아의 강가 모래 속에서
금과 은의 자연합금 덩어리를 채굴하여 여기에 동물의 형상이나 기호 등을 타각(打刻)
즉 찍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주화의 원조가 되었다. 이들 주화에는 휘장이나
심벌을 비롯하여 리디아 왕을 상징하는 사자의 두상을 새겨서 주화의 중량 등을
보증하였다.
기원전 550년경 리디아 왕 크로서스(Croesus)는 최초의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에서는 같은 시기에 신(神), 인물,
전설 속 동물들을 디자인의 소재로 한 주화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초기 주화를 만들
때에는 신(神)이 보증한다는 증표로 신 또는 이와 연관된 그림을 넣었다. 아르고스
(Argos)에서는 포세이돈의 거북이를, 크니도스(Knidos)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두상을, 시라쿠사(Siracusa)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아테네의 드라크마
(Drachma)에서는 팔라스 아테나 여신의 성스러운 부엉이를 새겨 넣었다. 특히 곡식
한줌의 무게라는 뜻의 드라크마 주화 중 아테네의‘테트라 드라크마’은화에는 고대
아테네의 지혜의 상징인 부엉이와 아테네의 신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도
세계적인 명품화폐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세기 말까지 주화는 금과 은을 주소재로 제조되어 왔으나 이들 귀금속으로는 꾸준히
늘어나는 주화 수요를 따를 수 없게 되자 이의 대용품으로 동을 소재로 한 주화(동전)가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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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세기말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에서였다.
동은 금은과 같은 귀금속은 아니지만 재질이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서 주화소재로 적합하여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념주화의 등장
기념주화(Commemorative Coins)는 일반 유통주화와는 별도로 국가적 행사의 개최나
역사적인 인물, 스포츠, 사건, 문화 등을 기념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특별한 디자인을 넣어 제조한 후 발행된 주화를 말한다.
세계 최초의 기념주화는 BC 479년에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Siracusa)에서 발행된‘시라쿠사 전승기념’은화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기념주화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유통주화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에
기념주화로 분류하고 있다. 이 화폐는 앞면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
(Nymphe) 아레투사(Arethusa:오르티기아 섬에 사는 샘물의 님프)의 측면 초상과
4마리의 돌고래 그림이 들어있고, 뒷면에는 4두마차를 탄 승자(勝者)와 승리의 여신
니케가 새겨져 있다.
챨스 셀트만(Charles Seltman)은 그의 저서「그리스 주화 걸작선」
(Masterpieces
of Greek Coinage)에서 시라쿠사 전승기념주화 발행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480년 아프리카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번창하였던 카르타고(Carthage)군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당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시칠리아 섬의 도시국가들을 공격하였다.
그중 시라쿠사와 아크라가스(Akragas)는 서로 연합하여 카르타고 군에 대항하여
카르타고 군을 대패시켰다. 카르타고 군을 물리친 시라쿠사 왕이었던 게론(Gelon)과
동맹자인 아크라가스왕의 누이동생이었던 데메레테(Demarete)는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보상금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상금을 경감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카르타고에서는 왕비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전쟁 보상금 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금관을 왕비에게 헌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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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을 받은 왕비는 금관을 팔아 은화를 만들어 팔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금관을 처분하여 얻은 돈으로 은화를 제조하였다.
당시 시칠리아의 조폐술은 매우 발달하여 이탈리아 남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그리스의 영향을 더 받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라쿠사는
화폐제조의 중심지였다. 왕비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은화는 왕비의 이름을 따서
“Demareteia”라고 명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BC 479년에 만든 4드라코마
(Drachma)은화는 "시라쿠사 전승기념" 주화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주화의 앞면에는 승리의 무사가 4두 2륜 마차를 타고 전진하는 가운데 하늘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화환을 들고 날아가고 그 아래에는 용맹한 자태의 사자가 돌진하는
조각상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뒷면에는 시라쿠사 수호여신인“ArremisAreathusa”
가 머리에 월계수를 꽂고 목걸이를 한 측면상을 중앙에 배치하고 주위에는
4마리의 고래가 헤엄치는 모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있는 시라쿠사
수호여신 "Arremis-Areathusa"는 지금도 그곳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기념주화는 로마시대에도 발행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기념주화의 발행은 신성 로마제국
(Romisch Diutsches Reich) 대공 결혼기념 2탈러(Taler)를 비롯하여 독일의 바이에른
왕국(Bayern, Bavaria)의 루트비히(Ludwig 1825~1848)와 막시밀리안 2세
(1848~1864) 재위 중에 발행된 43종의 탈러 은화에서 비롯된다. 19세기 초에는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의 여러 주(州)에서 사격술을 겨루는 축제가
열려 이를 기념하고 우승자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메달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사격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법화인 탈러 은화
시리즈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스위스 사격축제 기념주화로서 1842년부터
1885년 사이에 총 17여종이 발행되었다.
20세기 들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때는 1925년부터 1932년까지
7년간에 걸쳐 독일의 위인, 역사적인 도시, 대학창설 등을 기념하기 위해 5마르크와
3마르크 기념은화를 시리즈로 발행한 바 있는데 5마르크화가 9종, 3마르크화가 19종으로
총 28종이 있다. 그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여러가지 기념주화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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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념주화가 발행되기
시작하여 현대 주화의 꽃으로 부각되었다. 20세기 후반의 기념주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올림픽 기념주화 시리즈라고 하겠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 기념주화를
비롯하여 88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최근에 발행된 아테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념주화 등
많은 올림픽주화가 발행되어 수집 애호가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념주화의 발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민족해방, 전승기념, 국가수립을 경축
기념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학교나 중앙은행 등의 창립을 기리는 경우, 국왕 또는
권력자의 탄생, 즉위, 결혼 등을 경축하거나 학문, 예술 분야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선현의 얼을 기념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제 행사나 스포츠대회를 경축하는 경우, 국가
또는 민족 등의 전통풍습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국의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을 기리거나 국력 및 문화와 역사, 동식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원래 기념주화 발행은 국가적인 행사나 역사적인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주요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위력을 선전하는 매체로, 또는 상업적인 재정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념주화 역사는 서구 선진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짧지만 기념주화의
발행량과 질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념주화는
1971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6년 동안 21회에 걸쳐 총 98종이 발행되었다.
이를 UNC, 프루프(유광, 무광)로 나누어 구분하면 150여종이나 된다. 시대별로 보면
1970년대에 세 차례 15종, 1980년대에는 다섯 차례 48종, 1990년대에 네 차례 9종,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여덟 차례 26종이 각각 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는 1971년 3월 2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대한민국 반만년역사
기념 금은화 12종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관광한국을 세계에 알려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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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제조된 광복 30주년기념 100원화를 발행하였고,
이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념주화, 2002 FIFA월드컵 기념주화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 기념주화 중에는 순수 기념목적과는 다른 차원에서 발행된 것도 있지만 경축기념
주화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화를 단기간에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주화 제조기술 축적이라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이 만든다는 평을
면치 못하였다.

기념주화의 발행처
옛날에는 화폐의 주조권 즉 발행권한이 왕이나 왕실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요즈음은 국가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은행권이나
주화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왕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왕국에서는 왕이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화폐 발행제도는 주화와 은행권으로 이원화하여
주화는 정부 즉 재무성에서, 은행권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주화나 은행권 모두를 국가 또는 중앙은행에서 일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은행권과 주화를 정부 즉 국가
에서 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모두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이나 주화에 표시되는 발행기관의 명칭도 각각 다르다. 주화는 정부, 은행권
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에서는 주화에는 국명을, 은행권에는 중앙은행 명칭을 표시하
여 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화폐를 정부에
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명 또는 통화청 같은 정부기관 명칭이 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이나 주화 모두 한국은행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중앙은행의 명칭이 표시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주화에는 日本國과 United
States of America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주화
의 발행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명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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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일부 기념주화에는 발행기관인 한국은행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호를 표시하여
발행한 적이 있다. 1970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반만년역사 기념 금은화(12종)의 앞면에는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를 넣고, 뒷면에는 한글로 한국은행이라고 표시하였으며
1978년에 발행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2종)에는 한국은행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기념주화는 발행당시 발행기관인 한국은행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데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특정 목적에 입
각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2종의 기념주화는 모두 정부가 발행을 발의한 것들로 당시 한국은행과 정부
실무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 한국은행
은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광의로
해석하여 국명인 대한민국이라 표시해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국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기념주화의 특징과 디자인
지금까지 발행된 기념주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종류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공통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통상주화에 비하여 크기, 무게 등이 크고 정교하게 제조되며, 주화 액면금액이 높고
발행 장수를 극히 제한하여 소량을 제조함으로써 희귀성을 높이는 한편 주화의 금속
소재를 금, 은, 백금 등 색상이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고가의 지금은(地金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금속 합금기술의 발달에 따라 순금색을 띄는 금동화 등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색채를 담은 홀로그램 주화 등이 등장하고 있다. 주화의 문양 등 디자인
역시 예술적이고 품위있게 구성하여 미적 감각을 제고시켜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화폐의 본래 목적인 유통거래의 성격을 벗어나 기호 수집품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이전까지도 기념주화는 본래 발행목적에
따라 순수하게 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재정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발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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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것은 올림픽대회 기념주화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금·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목적이 수반된 기념주화는
첫째 인기를 끌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화의 금속소재는 상당한 고가의 금속 즉 귀금속을 사용할 것, 둘째 기념주화는
필히 발행국의 법정통화로서 발행국내에서 최소한 10%선까지 통용이 이루어져야
되며, 셋째 예술적인 미려함을 지녀야 됨은 물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조되어 주화
수집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주화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인기있는 수집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술과 역사를 담고 있는 완벽한 예술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념주화는 실제 화폐로서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념주화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액면금액 이외의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기념주화의 디자인은 사회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기능적인 면에서 위조방지와 신뢰성을, 실용적인 면에서는
거래와 관리의 편의성이 고려될 수 있고 대중을 설득 조정하고 교화시키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디자인은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특수 분야이다.
예술적 측면으로는 시각적인 조형성과 예술적인 독창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화폐디자인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 외에도 조형요소들을 합리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적인 독창성이 함축된 작품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 화폐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적 측면으로는 시각적인 조형미와
개성적인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주화의 디자인은 유통을 목적으로 한 일반주화와는 달리 통화로서의 기능적인 면보다
예술적인 측면 즉 미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예술적인 작품들이 많다.
기념주화 디자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념 테마를 표현하는데 있어 조형적인 면을
강조하여 예술적인 부조(浮彫)작품으로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품위를 제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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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 유통주화와는 달리 인간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려한 기호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디자인 컨셉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기념테마를 표현하는데 있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묘사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주화보다 규격이 크다는 데서 오는 표출의 용이한 점도
지적할 수 있겠으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려한
기호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주화의 디자인 소재로는 기념테마가 될 만한 사물이나 상징적인 것을 주소재로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념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인물, 사적, 건물, 풍물, 동식물
및 스포츠 경기모습 등을 앞면에 배치하고, 뒷면에는 국가의 문장이나 기타 휘장, 기념행사
를 상징하는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비롯하여 기념행사 명칭 등을 조화있게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밖에 앞면 주소재를 보완 설명할 수 있는 부소재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추상적인 조형미를 살려 시각적인 면을 극대화시켜
예술적으로 조각하여 제조한 주화를 비롯하여 현대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 주화의 형태를 보면 일반 주화에서 볼 수 있는 각(角)주화나
내공형(內空形) 보다는 거의가 원형 즉 둥근 모양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타원형, 다각형태의 기념주화도 제조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기념주화는 거의가 특수공정이 추가되어 제조된 프루프 주화 즉 수집가를
위한 정밀주화가 보편화되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루프 기념주화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기념주화에는 프루프 주화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80∼90퍼센트가 부드럽고 색채가 미려한 금과 은을 재질로 사용하여 첨단 기술로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기념주화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기념주화는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예술적인 디자인에
섬세한 조각으로 전 종류를 프루프주화로 제조하여 현대 주화 제조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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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프 주화와 비교하여 언서큘레이티드 주화(Uncirculated Coins)가 있다. 프루프
주화란 기념주화처럼 일반주화와는 달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 증정 또는
수집용으로 특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반면 언서큘레이티드 주화는
미사용 주화라고도 하는데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지만 유통되기 이전의 상태 즉
긁힘은 물론 광택과 변질이 없고 변색이 되지 않은 미사용상태의 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프루프 주화가 최초로 제조, 발행되기 시작한 곳은 영국으로 제조 동기는 VIP에게
증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은화 프루프 주화와 금화 프루프 주화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제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프루프 은화는 17세기 후반인 1662년 찰스 2세 때 발행되었고,
프루프 금화는 은화보다 60여 년이 지난 후인 1729년 조지 2세 때 최초로 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루프 주화는 1970년 외국에서 제조되어 발행된‘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
를 꼽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자체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주화는 1975년에
발행된‘광복 30주년 기념’100원 니켈화이다. 광복 30주년 기념주화는 2천 장을 무광
프루프 주화로 제조하였는데, 금이나 은 등 고급의 연질금속이 아닌 니켈이 사용되었고,
제조기술 역시 일천하여 정교하지 않으나 희귀성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다.
프루프 주화는 참고주화(參考鑄貨) 또는 표준주화(정밀주화)라고도 하는데 일반주화와는
달리 특수가공 처리한 소재에 별도로 제조된 극인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만든 주화이다.
일반주화는 1회 압인으로 만들어지지만 프루프화는 거울처럼 흠집 없이 잘 처리된
소전(素錢 : 주화 압인 전 원형상태의 금속)을 사용하여 먼지 등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장 한장 정교하게 낱장으로 2∼3회 다중 압인하여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만들어진
무결점 주화이다.
프루프 주화는 유광 프루프 주화와 무광 프루프 주화로 구분할 수 있다. 유광 프루프는
요철 부분 또는 전체를 광택이 나도록 처리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고, 무광 프루프는
주화의 양각(陽刻)부분이나 음각(陰刻)부분 중 하나를 스프레이 기법(그러데이션)에 의하여
무광택으로 만든 것이다. 프루프 주화는 일반주화에 비하여 그림이 선명하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음각 특히 조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감각을 풍기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들 주화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공정도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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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루프 주화의 소전은 일반주화의 소전처럼 공업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량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전과 소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긁힘·흠·변색 및 이물질 부착 등을 배제하여 거울처럼 완전광택이 나게 해야 한다.
둘째, 음각 틀은 일반 주화 제조용 극인과는 다른데 유광 프루프용은 면 전체를 유리처럼
곱게 경면(鏡面)처리하고 무광 프루프용 극인은 무광택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초닝(무광 효과를 내기 위해 초닝기에 의하여 스프레이 처리)하여 만든다.
셋째, 포장 역시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개별 플라스틱 캡슐을 넣은 다음 이것을
미려한 케이스에 담아 주화 자체의 품위를 돋보이게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프루프
주화는 일반 통상주화에 비하여 제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발행량도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수집가나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무광 프루프
주화가 유광 프루프 주화에 비하여 더 인기가 높고 거래가격도 고가인 경우가 많다.

기념주화의 금속소재와 지금형주화(Bullion Coin)
기념주화에 사용되는 금속소재로는 금, 은, 백금 등 고가의 지금을 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백동, 니켈 등 구리계통의 합금과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만든 기념주화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 은, 백금 등 고가의 지금을 사용한 주화는 고액면 화폐로 발행되는 반면
구리계통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주화는 저액 주화로 발행되고 있다. 금화의 경우에는
순금대신 색상과 내구성이 좋은 금과 은의 합금인 22K가 많이 사용되고, 은화의 경우에도
연질의 순은 보다 은과 동의 합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합금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알루미늄합금의 금동화 같이 특수 금속을 사용하여 만든 주화가 등장하고
있다. 금동기념주화는 금과 같은 미려한 색상을 나타내는 주화로 북한의 기념주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기념주화는 아니지만 기념주화와 비슷한 모양의 지금형주화
(Bullion Coin)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의 인기는 기념주화에 못지않다. 백금, 금, 은의
귀금속으로 제조하여 발행하고 있는 이들 주화는 본래 주화의 목적인 유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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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地金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 발행되고 있다.
지금형주화는 백금(Platinum), 금, 은을 소재로 하여 이의 순도를 91.0%~99.9%로
높여 순수 지금은성격으로 제조함과 아울러 거래 및 보관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금 산출국 등에서 비유통 화폐 성격의 낮은 프리미엄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 지금형주화에는 액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순도, 발행년도 및
중량만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 주화는 국가나 발행처에서 귀금속의 순도를 보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량 구매도 가능하여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중량
규격은 국가별로 약간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1/20온스, 1/10온스, 1/4온스, 1/2온스,
1온스 등 5종류로 만들어지고 있다.
최초의 지금형주화는 1967년 남아프리카에서 발행된 크루거란드(Krugerrand) 금화
시리즈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형주화로는 미국의 아메리칸 이글
(American Eagle) 시리즈와 영국 로열민트에서 제조되는 소버린(Sovereign) 시리즈,
중국의 인민은행 조폐창에서 제조되는 팬다(Panda)시리즈, 호주의 로열민트에서
제조되는 너겟(Nugget) 시리즈, 그리고 캐나다 로열민트에서 제조한 캐나다의 상징
단풍나무 잎을 새긴 메이플 리프(Maple Leaf) 시리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멕시코,
싱가포르 등에서도 지금형주화 성격의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지금형주화는 백금 시리즈, 금 시리즈, 은 시리즈로 분류할 수 있다. 백금 시리즈는
1828년 러시아에서 처음 3루불 주화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1866년에는 스페인에서
10 에스쿠도스 주화로 발행된 바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1988년 호주에서 코알라
시리즈가 발행되었고 1997년에는 미국에서 이글 시리즈의 순수 백금 지금형주화가
제조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금화 시리즈는 1967년 남아프리카의 크루거란드 금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제조
발행되고 있다. 은화 시리즈는 1986년 미국의 1온스 시리즈를 시작으로 1988년
캐나다의 메이플 리프 시리즈, 1997년 호주의 쿠카부라(Kookaburra) 시리즈가
발행되었고, 영국은 1997년 브리타니아(Britannia)시리즈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의 팬다 시리즈, 멕시코의 은화시리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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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금형주화는 기념주화에 못지않게 예술적인 감각으로 미려하게 디자인되어
푸르프와 UNC로 만들어지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루거란드
금화시리즈 앞면에는 전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Paul Kruger)의 초상을, 뒷면에는
남아프리카의 국가동물로 보호받고 있는 스프링영양 스프링벅(Springbok)을 새겨
아름답게 제조되고 있다.
영국의 소버린 시리즈는 1489년 헨리 7세 때 발행되었던 금화를 모체로 하여 1974년
부터 지금형금화로 발행되고 있는데 1파운드금화를 군주(君主)라는 뜻의 소버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20실링(1파운드)금화에 헨리7세의 초상을 크게 새겨 넣은 데에서 유래
된 것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1파운드 소버린 금화는 지름 22㎜, 무게 7.988g,
품위 916/1000으로 앞면에는 엘리자베스2세의 초상을, 뒷면에는 유명한‘성 죠지와
악룡’
(St. George and the Dragon) 그림이 새겨져 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이글
지금형주화 시리즈는 1975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곧 중단되었다가 1986년부터 다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앞면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뒷면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각각 새겨져 있다.
오늘날 세계 지금은주화의 시장 규모는 연간 20~3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순금 주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4캐럿 금화의 인기가 제일 높고
캐나다의 단풍잎 시리즈 금화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화폐의 민트마크(Mint Mark)와 민트세트(Mint Set)
세계 각국의 주화는 자국에서 직접 제조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촌에는 이들 주화를 제조하는 6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민트가 있다.
민트(Mint)는 주화를 제조하는 조폐창 또는 조폐국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는 고대 로마의
‘유노모네타(Juno Moneta)’
에서 유래된 말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주화의 제조가
사원(寺院)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가피토리네 산의 유노모네타는 화폐를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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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타(Moneta)는 라틴어로 화폐를 만드는 조폐창을 의미했고 Money의 어원이 되었
다. 그 후 신성 로마제국과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은(銀)의 주산지였던 구텐베르크 요하힘
스타르, 포도시 등에도 조폐소가 설치되어 주화를 제조하였는데 이들의 지명도 조폐
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세계적인 민트로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곳이 많다. 영국의 왕실
조폐국인 로열민트(Royal Mint)를 비롯하여 호주 시드니의 호주 로열민트, 캐나다 오타와의
캐나다 로열민트가 있으며, 미국에는 US민트가 있다. US민트에는 우리나라‘환’
표시
주화를 제조하였던 필라델피아 민트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민트, 덴버 민트, 뉴욕의
웨스트포인트 민트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반주화와 일부 기념주화를 찍어내는 곳은
필라델피아와 덴버 민트이고 나머지 민트에서는 특별한 기념주화와 외국의 주화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 재무성 소속 오사카 조폐국이 있고, 중국에는 인민은행의 조폐창이 있다.
프랑스에는 파리 민트, 독일에는 함부르크 민트, 뮌헨 민트, 슈투트가르트 민트, 칼스루히
민트가 있으며, 스페인에는 바르셀로나 민트와 마드리드 민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트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으나 조폐공사 명칭을 영어로 쓸 때는 민트가 들어간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일반주화와 기념주화에는 이니셜 문자나 기호를 각인한 민트마크
(Mint Mark)를 넣어 제조하고 있다. 민트마크는 주화를 제조한 조폐국 표시로 주화의
한 부분에 특정 문자나 기호를 표기하여 그 주화가 어느 조폐창에서 제조되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민트마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주화를 만들 때 그 주화를
제조한 장소 즉 조폐창을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의 마크로 표시한 것이 그 시초였으며,
그 후 신성로마제국(현 오스트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트마크는 주화를 제조하는 조폐창의 이니셜 마크로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과 식민지(중남미), 영국, 미국 등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주화에 표시되어 있다. 신성로마제국 윈 조폐창에서 1756~1880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주화에는 A, S-S, SK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고, 1773~178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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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조폐창에서 제조된 주화에는 EVS-IK의 이니셜 마크가 새겨져 있다. 프랑스
파리 조폐창과 독일의 베를린 조폐창은 A를, 프랑크푸르트 조폐창은 C를, 스페인의
마드리드 조폐창은 M, MD, MA 등으로 표시하였다. 영국의 로열민트는 L을, 캐나다의
오타와 민트는 C를, 호주의 시드니 민트는 S를, 인도의 봄베이 민트는 I를 각각 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민트를 S로,

뉴올리언스는 O로, 필라델피아는 P로,

덴버는 D로 표시하여 제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주화에는 민트마크가 표시되고 있지 않으나 옛날 엽전의 뒷면에는
주전소를 표시하는 민트마크라 할 수 있는 약자(略字)가 들어있는데, 호조에서 만든
엽전에는 호(戶)자를, 훈련도감은 훈(訓)자, 전라감영은 전(全)자, 광주(廣州) 관리영은
기(圻)자 등으로 주전소를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민트에서는 민트세트(Mint Se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민트세트는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이나 제조처에서 국내외 귀빈에 대한 증정용 또는 화폐애호가나 수집가를
위해서 일반 유통주화와는 다르게 프루프 또는 별도의 특별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주화를 말한다. 민트세트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현용 유통주화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그 해에 제조된 주화를 세트로 구성하여 만들어지는데 일반주화 세트와 프루프 주화
세트로 구분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 민트세트는 제조 과정에서의 백마크
(흠집)가 없는 완전 미사용상태(BU)의 주화를 아름답게 디자인한 케이스 등에 포장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조연도별로 매년 현용주화 민트세트를 발행하고 있는데 판매 가격은
주화의 액면 금액에 포장비를 포함한 일정액의 금액을 추가하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표시 민트세트 33,000개를 제조 발행한 바 있었는데 이들
주화는 6종(1,5,10,50,100,500원)으로 액면금액은 666원인데 판매가는 6,300원이었다.
액면금액에 붙이는 추가금액은 국가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지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트세트로는 미국 조폐국에서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US민트세트, 일본 대장성 조폐국에서 발행하는 민트세트,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민트세트 등이 있다. 이들 중 미국의 US민트세트는 현용주화 6종(1,5,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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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와 1달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대장성 조폐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엔화 역시
6종세트(1,5,10,50,100,500엔)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에서도 1991-2000년까지
중국의 현용주화 6종으로 구성한 일반주화세트와 프루프세트를 발행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로열민트에서 자국의 현용주화 민트세트를 매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트세트는 주화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발행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행 민트세트는 1960년대 말부터 제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민트세트는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고 전량 증정용으로 제조되었다.
이들 민트세트는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당해 연도에 제조된 주화 중에서 필요량만큼
화종별로 채취하여 별도의 비닐 홀더로 포장하여 VIP나 외국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당시 만들어진 한국은행의 민트세트는 매년 제조되지 않았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년도가 서로 다른 화종을 끼어 넣어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민트
세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케이스나 포장 상태가 매우 거칠고 조잡하게 만들어졌다.
그 후 민트세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포장도 외국 민트세트와 같이 고급화시켜
매년 제조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프루프 민트세트 2,000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민트세트 중에서 제일 비싼 수백만원 내외의 고가에 수집가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트세트가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제조분 부터이다. 이들 민트세트의 발매 수량은 발매처에서 일정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000세트에서
30,000세트 내외가 제조 발행되어 오고 있다.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