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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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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Ⅰ. 현용화폐 변천내용 종합
(주 화)
액 면
1원
(지폐 1, 주화 3종)
5원
(지폐 1, 주화 3종)
10원
(지폐 2, 주화 3종)
50원
(지폐 2, 주화 2종)
100원
(지폐 3, 주화 2종)
500원
(지폐 3, 주화 1종)

최초 지폐 발행

주화로 전환 발행

1962. 6.10

1966. 8.16

1962. 6.10

1966. 8.16

1962. 6.10

1966. 8.16

1962. 6.10

1972. 12.1

규격 변경

도안 변경

소재 변경

주화 전환 이후 1회

주화 전환 이후 1회

주화 전환 이후 1회

(1968. 8.26)

(1983. 1.15)

(1968. 8.26)

주화 전환 이후 1회

주화 전환 이후 1회

주화 전환 이후 1회

(1970. 7.16)

(1983. 1.15)

(1970. 7.16)

지폐 1회 (1962. 9.21) 지폐 1회 (1962. 9.21) 주화 전환 이후 1회
주화 1회 (1970. 7.16) 주화 1회 (1983. 1.15)
지폐 1회 (1969. 3.21) 지폐 1회 (1969. 3.21)
주화 1회 (1983. 1.15)

(1970. 7.16)
―

지폐 2회 (1962. 11.1,
1962. 6.10

1970. 11.30

―

1965. 8.14)

―

주회 1회 (1983. 1.15)
1962. 6.10

1982. 6.12

지폐 2회 (1966. 8.16, 지폐 2회 (1966. 8.16,
197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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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9. 1)

―

(지 폐)
액 면
1,000원
(2종)

최초 발행
1975. 8.14

규격 변경

도안 변경

1회 : 1983. 6.11 1회 : 1983. 6.11

위조방지장치 보강
(1983. 6.11)
- 앞뒤판맞춤,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규 적용
(1977. 6. 1)
- 용지에 3종류 색사 첨가

5,000원
(4종)

1972. 7.1

1회 : 1983. 6.11

2회 : 1977. 6.1
1983. 6.11

(1983. 6.11)
- 앞뒤판맞춤,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규 적용
(2002. 6.12)
- 홀로그램 미세문자가 인쇄된 부분노출은선, 숨은 막대 신규 적용
- 숨은그림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크기 확대 및 요판심도 강화
(1979. 6.15)
- 용지에 3종류 색사 첨가
(1983. 10.8)
- 앞뒤판맞춤,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규 적용

10,000원
(5종)

1973. 6.12

1회 : 1983. 10.8

2회 : 1979. 6.15 (1994. 1.20)
1983. 10.8

-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간섭무늬 등 신규 적용
(2000. 6.19)
- 시벽각잉크, 돌출은화 신규 적용
- 부분노출은선 폭 확대 및 개수 축소, 숨은그림 크기 확대, 광간
섭무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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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액면별 변천 세부 내용
1. 1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중지

규 격1)

소재(인쇄방식)2)

주도안소재

비

고

한국은행 휘장
1원券

1962. 6.10

1970. 5.20

94×50㎜

평

판

(앞면)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숫자 1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가1원貨

1966. 8.16

1980. 12.1

17.20㎜, 1.70g

황동(구리 60%,
아연 40%)

무궁화 (앞면) - 1962년 통화조치 이전에 사용되었던
숫자 1 (뒷면)

10圜貨도 1975. 3.22일까지 1원貨로
사용

나1원貨

다1원貨

1968. 8.26

1983. 1.15

―

―

17.20㎜, 0.729g 알루미늄 (100%)

17.20㎜, 0.729g 알루미늄 (100%)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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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앞면)
숫자 1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소재 금속가격 상승으로 도안 및
규격은 변경하지 않고 소재만 변경

무궁화 (앞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숫자 1 (뒷면) - 주화 도안 시리즈화

(1원券)

(가1원貨)

(나1원貨)

(다1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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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중지

규 격1)

소재(인쇄방식)2)

주도안소재

비

고

한국은행 휘장
5원券

1962. 6.10

1969. 5.1

94×50㎜

평 판

(앞면)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숫자 5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가5원貨

1966. 8.16

―

20.40㎜, 3.09g

황동(구리 88%,
아연 12%)

거북선 (앞면) - 1962년 통화조치 이전에 사용되었
숫자 5 (뒷면)

던 50圜貨도 1975. 3.22일까지 5원
貨로 사용

나5원貨

다5원貨

1970. 7.16

1983. 1.15

―

―

20.40㎜, 2.95g

20.40㎜, 2.95g

황동(구리 65%,

거북선 (앞면)

아연 35%)

숫자 5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도안 및 규격은 변경하지 않고 소
재의 구성비율만 변경

황동(구리 65%,

거북선 (앞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아연 35%)

숫자 5 (뒷면) - 주화 도안 시리즈화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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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券)

(가5원貨)

(나5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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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원貨)

3. 10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1)

소재(인쇄방식)2)

주도안소재

비

고

한국은행 휘장
가10원券

1962. 6.10

1962. 9.1

108×54㎜

평

판

(앞면)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숫자 10 (뒷면)
나10원券

가10원貨

나10원貨

다10원貨

1962. 9.21

1966. 8.16

1970. 7.16

1983. 1.15

1973. 10.30

―

―

―

140×63㎜

22.86㎜, 4.22g

22.86㎜, 4.06g

22.86㎜, 4.06g

평

판

첨성대 (앞면)
거북선 (뒷면)

황동(구리 88%, 다보탑 (앞면)
아연 12%)

숫자 10 (뒷면)

황동(구리 65%, 다보탑 (앞면)
아연 35%)

숫자 10 (뒷면)

황동(구리 65%, 다보탑 (앞면)
아연 35%)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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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10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통화조치시 영국에서 제조․반입한
은행권을 국산으로 대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
- 도안 및 규격은 변경하지 않고 소재
의 구성비율만 변경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 도안 시리즈화
- 다보탑을 입체화하고 석사자상 첨가

(가10원券)

(나10원券)

(가10원貨)

(나10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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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원貨)

4. 50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1)

소재(인쇄방식)2)

가50원券

1962. 6.10

1970. 5.20

156×66㎜

평

판

나50원券

1969. 3.21

1973. 10.30

149×64㎜

요

판

주도안소재
해금강 총석정 (앞면)
성화 (뒷면)
파고다공원 (앞면)
봉화, 무궁화 (뒷면)

비 고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

가50원貨

1972. 12.1

―

21.60㎜, 4.16g

양백(구리 70%, 아연

벼이삭 (앞면)

- 발행 1년만에 은행권을 대체

18%, 니켈 12%)

숫자 50 (뒷면)

- 주화둘레에 109개의 톱니모
양(mill)

나50원貨

1983. 1.15

―

21.60㎜, 4.16g

양백(구리 70%, 아연

벼이삭 (앞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

18%, 니켈 12%)

숫자 50 (뒷면)

- 주화 도안 시리즈화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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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원券)

(나50원券)

(가50원貨)

(나50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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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1)

가100원券

1962. 6.10

1969. 2.14

156×66㎜

나100원券

다100원券

1962. 11.1

1965. 8.14

가100원貨 1970. 11.30

나100원貨

1983. 1.15

1973. 10.30

1980. 12.1

―

―

156×66㎜

156×66㎜

24.00㎜, 5.42g

24.00㎜, 5.42g

소재(인쇄방식)2)
요

평

판

판

주도안소재
독립문 (앞면)
성화 (뒷면)
독립문 (앞면)
경회루 (뒷면)

요판(앞면)

세종대왕 초상 (앞면)

평판(뒷면)

한국은행 본관 (뒷면)

백동(구리 75%, 충무공 초상 (앞면)
니켈 25%)

숫자 100 (뒷면)

백동(구리 75%, 충무공 초상 (앞면)
니켈 25%)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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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100 (뒷면)

비

고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
- 통화조치시 영국에서 제조․반
입한 은행권을 국산으로 대체
- 한국조폐공사 제조
- 국내에서 제조된 최초의 요판인
쇄 은행권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둘레에

110개의

(mill)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 도안 시리즈화
- 충무공 표준영정 채택

톱니모양

(가100원券)

(나100원券)

(다100원券)

(가100원貨)

(나100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35%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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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0원
권화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가500원券 1962. 6.10 1967. 2.3

규 격1)

소재(인쇄방식)2)

156×66㎜

요 판

나500원券 1966. 8.16 1975. 5.10 165×73㎜

요

판

주도안소재
남대문 (앞면)
성화 (뒷면)
남대문 (앞면)
거북선, 판옥선 (뒷면)

비

고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
- 통화조치시 영국에서 제조․반입한 은행
권을 국산으로 대체
- 한국조폐공사 제조

다500원券 1973. 9.1 1993. 5.12 159×69㎜

요 판

충무공 초상 (앞면)
현충사 (뒷면)

- 규격체계로 가로․세로확대형 채택
- 인쇄기술 발달로 기조색이 흑색계통인
나500원券의 위조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 충무공 초상은 표준영정이 아님
- 한국조폐공사 제조
- 주화둘레에 120개의 톱니모양(mill)

500원貨 1982. 6.12

―

26.50㎜,

백동(구리 75%,

학 (앞면)

7.70g

니켈 25%)

숫자 500 (뒷면)

- 1980년대 들어 자판기 등 주화사용기기
확대에 따른 주화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은행권을 주화로 대체하여 화폐제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발행

주 : 1) 은행권은 가로×세로, 주화는 지름 및 무게
2) 은행권은 인쇄방식, 주화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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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원券)

(나500원券)

(다500원券)

(500원貨)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35% 크기, 주화는 실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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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00원
권 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

인쇄방식

주도안소재

비

고

-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일본에서 제작)
퇴계 초상, 무궁화
가1,000원券 1975. 8.14 1993. 5.12 163×73㎜

요 판

(앞면)
도산서원 (뒷면)

- 규격체계로 가로․세로확대형 채택
- 퇴계 표준영정 채택
- 소득증대와 물가상승에 따른 거래단위 금액의 상
승으로 중간권종 은행권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행
-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화폐체계 정비계획에 의거 발행

퇴계 초상, 투호
나1,000원券 1983. 6.11

발행중

151×76㎜

요 판

(앞면)
도산서원 (뒷면)

ㅇ 규격체계를 가로확대․세로고정형으로 변경
ㅇ 앞뒤판맞춤,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의 위조방지
장치 신규 적용
ㅇ 용지원료를 부스러기 솜 또는 펄프에서 순면
으로 대체하여 지질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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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00원券)

(나1,000원券)

※ 실물의 가로, 세로 각 50%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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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00원
권 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

인쇄방식

주도안소재
율곡 초상 (앞면)

가5,000원券 1972. 7.1 1980. 12.1 167×77㎜

요 판

한국은행 본관
(뒷면)

나5,000원券 1977. 6.1 1993. 5.12 167×77㎜

다5,000원券 1983. 6.11

라5,000원券 2002. 6.12

2002. 1
제작 중단

발행중

156×76㎜

156×76㎜

요 판

요 판

요 판

비

고

- 한국조폐공사 제조
- 규격체계로 가로․세로확대형 채택
- 원판을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에서 제작함에 따라 율
곡 이이의 모습이 서양인을 닮았다는 평가가 있음

율곡 초상 (앞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일본에서 제작)
오죽헌 (뒷면) - 율곡 표준영정 채택
율곡 초상 (앞면)
오죽헌 (뒷면)

-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일본에서 제작)
- 화폐체계 정비계획*에 의거 발행
* 주요 내용은 나1,000원券 비고 참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다5,000원券 원판을 수정․보완)
- 위조방지장치 보강
ㅇ 홀로그램 미세문자가 인쇄된 부분노출은선,
율곡 초상 (앞면)
숨은 막대
오죽헌 (뒷면)
ㅇ 숨은그림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크기 확대 및 요
판심도 강화(시각장애인용 점자, 앞면 액면 숫자
및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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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0원券)

(나5,000원券)

(다5,000원券)

(라5,000원券)

※ 실물의 가로, 세로 각 35%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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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00원
권 종

최초발행

발행정지

규 격

인쇄방식

가10,000원券 1973. 6.12 1981. 11.10 171×81㎜

요 판

나10,000원券 1979. 6.15 1993. 5.12 171×81㎜

요 판

1993. 9
161×76㎜
제작 중단

요 판

다10,000원券 1983. 10.8

주도안소재
세종대왕 초상 (앞면)
경복궁 근정전 (뒷면)
세종대왕 초상 (앞면) 경회루, 무궁화 (뒷면) 세종대왕 초상 (앞면)
경회루 (뒷면)

비
고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일본에서 제작)
규격체계로 가로․세로확대형 채택
1972년 가5,000원권과 함께 발행할 예정이었
으나 도안소재(석굴암, 불국사) 문제로 세종대
왕 초상으로 도안을 교체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일본에서 제작)
세종대왕 표준영정 채택
한국조폐공사 제조(원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화폐체계 정비계획 에 의거 발행
* 주요 내용은 나1,000원券 비고 참조

- 한국조폐공사 제조(다10,000원券 원판을 수
정․보완)
2000. 1
세종대왕 초상 (앞면) - 컬러복사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위조방지
라10,000원券 1994. 1.20
161×76㎜ 요 판
제작 중단
경회루 (뒷면)
장치 강화
ㅇ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간섭
무늬 등 보강
- 한국조폐공사 제조(다10,000원券 원판을 수
정․보완)
- 컴퓨터 및 스캐너, 컬러복사기 보급확대에 대
세종대왕 초상 (앞면)
마10,000원券 2000. 6.19 발행중 161×76㎜ 요 판
응하여 위조방지장치 강화
경회루 (뒷면)
ㅇ 광가변잉크, 돌출은화 신규 적용
ㅇ 부분노출은선 폭 확대 및 개수 축소, 숨은
그림 크기 확대, 광간섭무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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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000원券)

(나10,000원券)

(다10,000원券)

(라10,000원券)

(마10,000원券)

견

양

SPECIMEN

※ 은행권은 실물의 가로, 세로 각 35%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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