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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화폐의 탄생

1장

새 화폐 발행 시 고려사항

1. 액면체계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데에는 몇 종류의 은행권과 주화를 준비하여
야 하느냐의 액면체계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폐 액
면체계라 함은 그 나라 화폐 액면금액의 틀을 말하는데, 그 틀은 은행
권의 수, 주화의 수, 최고액면, 최저액면, 액면별 배열의 규칙성, 은행
권과 주화의 경계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각
각의 결정은 국민들의 사용편의성, 화폐제조비용, 거스름돈의 다과 등
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권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화폐 액면체계는 그 나라 사람들의 화폐사용 관습과 편의, 여타 지
급결제수단과의 관계, 물가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
되는데 크게 [1, 5] 단위 액면체계와 [1, 2, 5] 단위 액면체계로 구분
된다. 예를 들면 100원, 500원, 1000원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1,
5] 체계이고 100원, 200원, 500원, 1000원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1, 2, 5] 체계이다. 어떠한 액면체계를 채택할 것인가는 경험적, 문화
적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액면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D-metric 방식을 참고하여 적정 화폐 액면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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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metric 방식에 의한 액면체계
화폐 액면체계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화폐 사용자들의 오랜 사용습관 등 역사
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단정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액면체계에 대한 단일의 결정원리는 없으나, 경험적 기준
(heuristic criterion)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D-metric 방식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1980년대 초 L. C. Payne과 H. M. Morgan이 제안한 D-metric 방식은 각국
별로 일평균 임금(D)을 기준으로 주화와 은행권 각 6종과 경계선 1종으로 구성
되는 액면체계를 경험적인 적정 액면체계로 간주한다. 즉 주화는 D/5,000과
D/2,000의 중간에 속하는 최저액면을 시작으로 6종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 은
행권은 D/20과 D/10의 중간에 속하는 최저액면을 시작으로 6종을 배치하되, 경
계액면은 D/50과 D/20의 중간에 속하는 1종은 주화든 은행권이든 선택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총 13종을 구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본다. 이때 최고액면 은행권
은 2D와 5D의 중간쯤이 된다.
D-metric 방식에 의한 적정 액면체계1)
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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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표시는 은행권-주화 경계액면을 의미
2) D(일평균 임금) = 국내총생산(GDP) 중 피용자보수 ÷ 취업자 수 ÷ 365(일)
3)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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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체계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채
택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1, 2, 5] 체계이다. 일본의 주화 액면은 [1, 5] 체계로 1, 5, 10,
50, 100, 500엔의 6종이나 은행권 액면은 1000, 2000, 5000, 10000
엔의 4종으로 [1, 2, 5] 체계이다. 미국의 경우 [1, 2, 5] 체계인데 주
화 액면은 1, 5, 10, 25, 50센트와 1달러의 6종, 은행권 액면은 1, 2, 5,
10, 20, 50, 100달러의 7종으로 구간별로 2 또는 2.5 단위가 없거나 혼
용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

OECD 국가, G20 국가 등 세계 37개 주요국의 평균적인 액면 수는
은행권 6.0종, 주화 6.1종 등으로 우리나라의 은행권 4종, 주화 6종
(실제 유통되는 종수는 4종1))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앞서 본 미
국은 2 또는 2.5단위를 제외하면 주화 5종, 은행권 5종이고 이 가운데
1달러는 주화와 은행권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액면 수는 9개로 줄어든
다.

세계 주요국(37개국)의 은행권 및 주화 액면 수
(국가수)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은행권

-

-

4

11

13

5

1

1

1

1

주화

1

1

3

6

14

4

5

3

-

-

1) 2020년 현재 1, 5원화는 실거래에서 사용이 희박하며 발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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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화폐 액면체계
체계

[1, 5]

국가명

은행권

한국

6종:1, 5, 10, 50, 100, 500(원)

중국1)

6종: 1, 5, 10, 20, 50, 100(위안)

3종:1, 5(지아오) 1(위안)

일본
유로화
영국
[1, 2, 5]

주화

4종: 1000, 5000, 10000,
50000(원)

-

6종:1, 5, 10, 50, 100, 500(엔)

6종: 5, 10, 20, 50, 100, 200(유로) 8종:1, 2, 5, 10, 20, 50(센트)
4종: 5, 10, 20, 50(파운드)

8종:1, 2, 5, 10, 20, 50(페니)

미국

7종: 1, 2, 5, 10, 20, 50, 100(달러)

6종:1, 5, 10, 25, 50(센트)1(달러)

일본

4종: 1000, 2000, 5000,
10000(엔)

1)

-

주: 1) 중국 1위안과 미국 1달러는 은행권과 주화 동시 발행

2. 은행권의 크기와 색상

(은행권의 크기)

화폐는 휴대와 사용에 편리해야 한다. 은행권의 경우 각국의 규격이
다르고 액면별 규격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화폐를 환전하면
대체로 지갑에 보관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결정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었고, 여기에는 어떤 비
밀이 숨어있을까?

은행권은 너무 크면 사용이 불편하고 유통 중에 쉽게 훼손될 수 있
으며 제조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사용에 불편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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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실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은행권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의 휴대 편의성, 금융기관의 취급과 관리 편의
성, 화폐제조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은행권의 규격을 고려할 때에는 단순히 크다, 작다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적 외에도 가로와 세로 간 비율, 액면별 차별화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은행권의 두께와 그에 따라 정해지는 무게는 국가별로 비슷하
다. 은행권 재질 중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는 면보다 더 가볍고 얇
은 것이 일반적이며, 면 소재끼리는 위조방지장치를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 무게가 영향받을 뿐 대부분의 은행권은 두께를 최소화하는 공법
이 일반화되어 있다.

은행권의 표준 크기는 권종별 크기에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권종
간 크기를 정하는 국제 사례를 보면, 가로·세로 길이가 모두 동일한 경
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액면금액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는
데 가로 길이만 길어지는 ‘가로 확대형’과 가로·세로 길이가 동시에 길
어지는 ‘가로·세로 동시확대형’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덴마크, 일
본, 호주 등 14개국은 액면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가로 크기만 커지는
‘가로 확대·세로 고정형’을, 영국, 뉴질랜드, 홍콩 등 7개국은 액면 크
기 확대에 따라 가로·세로의 크기가 모두 커지는 ‘가로·세로 동시확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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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7개국의 은행권 규격체계
는 액면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권의 규격이 동일한 ‘가로·세로 고
정형’이다.
은행권의 규격체계
가로·세로 동일형

가로 확대·세로 고정형

가로·세로 동시 확대형

미국, 캐나다, 헝가리,이스라엘 등

한국, 일본, 덴마크,호주, 스위스 등

영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폴란드, 홍
콩, 뉴질랜드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7권종 모두 156x66㎜로 동일하며 일
본은 1000엔권이 150×76㎜, 2000엔권 154×76㎜, 5000엔권 156×76
㎜, 10000엔권 160×76㎜ 등으로 가로길이만 확대되는 형태이다. 유
로화의 경우는 가로길이 차이가 6〜7㎜인 가운데 중·저액면(5〜50유
로)은 가로·세로 확대형을, 중·고액면(50〜200유로)은 가로 확대형을
채택하는 등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영국은 동시 확대형을 채택한
국가이다.(5파운드 125×65㎜, 10파운드 132×69㎜, 20파운드 139×
73㎜, 50파운드 156×85㎜)

이와 같은 은행권의 크기 차이는 액면금액의 차이를 의미할 뿐 아니
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권종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특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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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폐 여러 장을 셀 때 책장을 넘기듯 센다. 하지
만 영화를 통해서나 여행 중에 미국 점원이 지폐를 세는 방법을 보면
우리와 달리 낱장단위로 한 장씩 펼쳐보고 계수한다. 이들은 왜 이렇
게 돈을 세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돈의 색상과 크기에 있다. 미국 달러화는 모든 은행
권의 색상이 녹색계열이어서 한 장씩 액면 숫자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는 한색과 난색이 번갈아 사용되므로 색상만으로도 지
폐의 액면 구분이 가능하였지만 50000원권이 도입됨에 따라 황색계
열의 5000원권과 색상이 유사하므로 색상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은행권의 색상은 도안의 소재, 문양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서 권종의
식별, 위조방지2) 등 기능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정하고 있다. 전
반적으로 최근의 은행권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밝고 화려한 느낌
을 구현하는 추세이다.

주요국의 은행권 222권종 가운데 녹색(21.6%)과 청색(18.5%), 보
라색(17.1%), 적색(14.0%)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권의 색상

2) 일부 잉크의 경우 일반 인쇄소에 보급되지 않아 위조 시에도 동일한 색감이 구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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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3. 은행권 도안소재

화폐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통용력 이외에
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형태, 통일된 도안(design), 액면 표시 등을 갖
추어야 한다. 유럽의 최초 은행권이라 불리는 17세기의 스톡홀롬은행
(Stockholms Banco)이 발행한 은행권은 예금영수증의 형태였으므로
별다른 도안요소는 없었지만, 오늘날의 은행권은 식별성, 보안성, 심
미성 등을 갖춘 형태로 발전했다. 나아가 최근 주요국에서는 도안 주
제 선정,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화폐도안에 자국의 사회적 핵심 가치
를 반영하는 동시에 심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1666년에 발행된 은행권(Stockholms Banco Note)
출처: 스웨덴 중앙은행

20

제1편 화폐의 탄생

은행권은 대표적 명목화폐로써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귀금속, 실
물화폐와 달리 그림과 문자 등으로 통일된 도안을 갖추어야 했다. 최
근 각국에서 발행하는 새 은행권은 대부분의 경우 시리즈(series) 개
념을 도입하여 도안체계의 일체감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권의 도안요소는 액면 금액, 위조방지장치, 도안 주소재, 부소
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요소들의 기능은 화폐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
닿아 있는데, 크게 식별성, 보안성, 상징성(심미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식별성으로 화폐가 가장 기본적인 결제수단으로 통용력
을 가지기 위해서는 액면금액, 발행기관과 인장 등 필수적 요소를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안성으로 국민들이 유통과정에서
쉽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화폐
의 위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상징성(심미성)으
로 화폐는 모든 국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에 해
당하여 심미적이면서도 각 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각국에서는 은행권 도안을 결정할 때 이러한 기능을 살려 도안요
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 하지만, 용지의 제한된 면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각 도안요소의 크기, 위치 등을 결
정하게 된다.

그중 식별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액면식별장치, 위조방지장치를 선
정하는 것은 화폐 이용자에게 적합한 선명도, 액면금액의 크기,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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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화폐문맹!

위조방지 기술 등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수렴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상징성 및 심미성에 해당하는 도안소재는 사회구성원들
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주제, 주·부소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로화의 경우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화폐를 사
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인물이 아닌 시대별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창문 모양을 주된 도안소재
로 채택했으며, 유럽을 상징하는 유로파 초상, 유럽 지도, 국기 등 공
통의 부소재를 각 권종에 배치하여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처럼 화폐 이용자가 수용할만한 인물 선정에 어려움이 따
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물을 도안소재로 사용하
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물도안이 위조방지에 효과적이었으며3) 화폐
이용자들도 인물도안에 익숙해 이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
도안은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도안인물을 변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새 도안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도안
선정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새 은행권을 발행할 때 도안인물은 유지하되 디자인만 변경하는 경우
도 많았다. 이 경우에는 도안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신뢰성을 확

3) 얼굴에 대한 인간의 인지능력은 예민해서 주름, 눈매의 굵기 등 미묘한 차이로도 인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이는 인물이 도안소재로 사용된 은행권을 복제한 경우 쉽게 식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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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었으며, 위조방지장치를 강화하거나 액면 식별성을 제고하
는 것이 도안 변경의 주된 목적이었다.

최근에는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 시대 가치의 변화 및 사회적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해 도안인물을 교체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가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근현대 인물을 도안소재로 선정
하되, 양성평등,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
였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20세
기 문화예술인(작가, 시인, 배우 등)을 채택했으며, 이스라엘은 국가
재건(rebirth) 관련 시인을 주소재로 선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국
가 모두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 동수로 주소재를 선정하여 권종별 앞
면에 번갈아 배치하였다. 또한, 영국도 정치,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
서의 성취와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인물로 도안을 변경했다. 특히 앨런 튜링의 경우 동성애, 자살
등의 이슈가 많았음에도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분야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도안인물로 선정한 것은 영국 사회의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
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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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권 도안인물
5파운드(정치)

10파운드(문학)

20파운드(예술)

50파운드1)(과학)

윈스턴 처칠

제인 오스틴

윌리엄 터너

앨런 튜링

주: 1) 2021년 발행 예정
자료: 영란은행

앞서 언급한 유로화의 사례와 달리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에서는 적절한 인물 선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형적인 화폐도안의 틀
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인류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 사물, 동물 등
을 도안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인물 초상화를 사용하는 대
신 손, 지구 등 추상적 이미지를 주소재로 활용하여 스위스의 다양한
특성(창의성, 경험주의, 인도주의, 과학지식, 의사소통)을 표현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도안 주제인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등대,
바이킹선, 물고기, 구조선, 파도)을 도안소재로 선정했다. 또한, 전 권
종의 뒷면을 나란히 배열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표현했으며, 주
소재인 바다의 모습을 픽셀화를 통해 형상화했다.

24

제1편 화폐의 탄생

노르웨이 은행권

자료: 노르웨이 중앙은행

최근 도안소재를 변경하는 국가에서는 소재 선정 시 디자인 전문가,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뿐 아니라 심미성도 제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 캐나다는 일
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인물을 주소재로 선정했으며, 러시아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신규 액면
은행권의 도안을 결정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등은
디자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화폐 디자인
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국가별로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핵심
가치가 잘 드러나는 도안 소재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
여 심미성을 제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도안 주제,
디자인 방향을 고려하여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의 근·현대인물 혹은 자연경관, 동식물, 건축물 등을 도안 소재로 새롭
게 채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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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최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하기 위
해 노력한 점이 주목된다.

4. 시각장애인 감지장치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사용자
가 동일한 방법으로 화폐를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
애인들은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방식으로 은행권의 액
면과 진위 등을 인식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감촉표시
(tactile mark), 요판인쇄 막대(intaglio-printed bar) 외에 다양한 시
각장애인 감지장치(tactile features)4)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나 이스라엘이 채택한 미세구멍(micro-perforation)이나 아직 적용
예는 없지만, 은행권 가장자리의 U모양 골(notch)도 시각장애인 감지
장치이다.

4) 기존에는 이를 맹인용 점자(braille)라고 불렀으나 엄밀하게는 점자가 아니므로 시각장애인 감지장치(tactile
features 또는 tactile marks)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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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촉각형 감지장치

U모양의 골(보라색)

미세구멍(스위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의 점자(braille)

이러한 촉각형 감지장치는 주로 맹인을 위한 장치인데, 최근에는 시
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디자인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
기도 한다.5) 그에 따르면 시각 손상 정도가 가장 약한 색맹자(colorblind)를 위해서는 연속하는 액면의 색상 차이(color difference)6)를
최대화하되 명시성이 떨어지는 회색조 및 파스텔 색상은 사용하지 말
아야 한다. 다음으로 시각 손상 정도가 심한 약시자(partially sighted)
의 경우에는 액면 구별을 돕기 위해 주도안의 윤곽을 선명하게 하고
액면금액의 크기를 최소 15mm 이상, 최적 22㎜ 정도로 권장하고 있

5) H ans de Heij, 「Banknote design for the visually impaired」, Occasional Studies, Vol.7 No.2, De
Nederlandsche Bank NV, 2009, p.5-6.
6) 색공간(color space)에서 두 색상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선형 3차원 색공간에서 RGB(Red, Green, Blue) 조
합으로 색상이 구성되는 경우의 색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즉 distance = (R2-R1)+(G2-G1)+(B2-B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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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은행권 양면 여러 곳에 액면금액를 표시하되 그 위치는 모든
권종에서 동일하게 하고 그중 1개의 액면금액은 배경색과의 대비를 확
대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을 완전히 상실한 맹인
(blind)을 위해서는 연속하는 액면의 가로길이 차이가 7㎜ 이상 점증
하되 세로길이는 65〜75㎜ 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 정도별 은행권 식별 정도7)

Normal vision(정상적인 시력)

Color-blind(색맹)

Partially sighted(약시자)

Blind(맹인)

최근 은행권을 변경한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요건
을 최대한 반영해서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각적 측면에서 유

7) H ans de Heij, 「Banknote design for the visually impaired」, Occasional Studies, Vol.7 No.2, De
Nederlandsche Bank NV,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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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년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유로 은행권에 대한 디자인 만족
도(appreciation of the design)를 조사하고 있다.8) 그 결과에 따르
면, 첫해인 2002년의 디자인 만족도는 65%이고 이듬해 2003년의 만
족도는 66%로 나타났다.9) 이후 2019년까지 매 2년 단위의 디자인 만
족도는 각각 69%, 71%, 67%, 67%, 68%, 74%, 74% 및 67%로 나타나
우리나라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5년
과 2017년의 유로 은행권 디자인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디자인과 안
전성이 유로 시리즈Ⅰ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유로 시리즈Ⅱ(Europa
Series)의 5·10·20유로권이 2013〜2015년에 새로 발행된 데 따른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두 시리즈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색상이 주목
되었다. 이 밖에 동 조사 결과10)에서 인용한 1999년 당시 네덜란드 은
행권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는 79.8%, 2002년 미국 새 시리즈 달러
(Large Off-center Portrait Series)의 디자인 만족도는 73%11), 2003년
캐나다 새 시리즈 달러(Journey Series)의 디자인 만족도는 79%12) 수
8) 네 덜란드 중앙은행은 네덜란드의 18〜75세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화면접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
육 수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화폐 만족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9) E ric-Jan Klo.. ne, Thomas vrakking & Irene Zondervan, 「A biennial study about knowledge and
appreciation of euro banknotes among the Dutch」, Motivaction Int'l BV, 2019 및 Hans de Heij, 「Public
feed back for better banknote design」, DNB Working Paper No.104, De Nederlandsche Bank, 2006.
10) H ans de Heij, 「Public feed back for better banknote design」, DNB Working Paper No.104, De
Nederlandsche Bank, 2006.
11) De Heij, H.A.M., Lisa A. DiNunzio and Olivier Strube, 「Comparence EUR-USD Banknotes Public's
Appreciation and Knowledge」, De Nederlandsche Bank NV, U.S. Treasury BEP and European Central
Bank, 2003.
12) Setlakwe, Linda, Lisa A. DiNunzio,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opinion research in the U.S. and
Canada」, Bank of Canada and U.S. Treasury Dept., Proc. SPIE 5310, Optical Security and Counterfeit
Deterrence Techniques V,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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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다.

유로 시리즈Ⅰ·Ⅱ의 20유로권 색상 비교

2002년 발행 20유로권(유로 시리즈Ⅰ)

2015년 발행 20유로권(유로 시리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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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화폐의 제조과정

1. 조폐시설

중앙은행은 발권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각종 거래에서 화폐를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제조하여 안정적으로 공
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를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에
전량 발주함으로써 화폐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긴급수요 발생 시
에도 화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나 언론은 화폐제조와 화폐발행을 같은 용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폐발행은 한국은행의 권한 사항으로 시중에 유통되
는 현금의 양을 결정하는 행위이다.13)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
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화폐제조는 화폐로 쓰이게 될 실물을 인쇄 또
는 압인하는 것으로 제조된 전체 물량이 한국은행에 납품되어 한국은
행의 화폐발행을 기다리게 된다.14) 이하에서는 화폐제조의 이해를 돕
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폐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13) 현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결정은 한국은행 단독의 행위는 아니며 예금자나 금융기관의 인출요구에 응한 결
과이다.
14) 조폐공사가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에 납품한 은행권은 법화의 온전한 외형을 갖추었으나 법적으론 한국은행
이 시중에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인쇄물인 재고에 해당할 뿐이다. 한국은행은 발행되어 유통 중인 법화와 구
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고에 해당하는 화폐를 제조화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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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정부는 1951년 6.25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급증하는
화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0억원을 출자하여 한국조
폐공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제조의 기본소재
인 은행권 용지와 잉크를 직접 생산함은 물론 은행권을 인쇄하는데 필
요한 일련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화에 있어서는 주화의 압인에
필요한 기본틀인 극인을 제조함은 물론 주화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
요한 일련의 압인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용지에 있어서도 전량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은행권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로써 품질의 균일성을 기하고 있다.15)

은행권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일반잉크와 달리 오랜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탈색 및 변색이 없고 용지에서 쉽게 탈락 및 마모되지 않는
다. 은행권에 사용되는 잉크는 일반잉크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특이한
색상을 발현하거나 위조방지를 위한 특수잉크도 사용되는 등 잉크기
술의 최첨단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권용 잉크제조의 기술 수준과 그
에 따른 부가가치는 매우 크다. 조폐공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

15) 국가에 따라서는 은행권 용지를 별도의 회사에서 납품받거나 수입하여 인쇄공장에 공급함으로써 은행권을
제조하기도 한다. 조폐공사는 충북 부여에 전용 용지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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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화폐제조용 잉크의 상당 부분에 대해 국산화를 완료 또는 진행 중
에 있으며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권을 전 공정에 걸
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정도로
흔치 않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설비를 이용한 화폐제조 과정을 살펴
보자.

은행권의 인쇄는 주로 평판인쇄(lithograph), 요판인쇄(intaglio),
스크린인쇄(screen), 활판인쇄(letterpress)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
며 은행권에 쓰이는 인쇄기는 그 규모와 가격, 공급선의 제약으로 조
폐기관만이 보유가 가능하다. 주화의 제조는 소전과 극인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화의 재료를 소전16)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화
의 소전은 전량을 ㈜풍산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소전에 극인을 압인함
으로써 주화가 제조된다.

2. 은행권 제조기술

화폐제조는 법률에 근거하여 가치와 보편적 통용성을 부여받는 법
화(Legal Tender)를 만드는 일이며, 그중에서도 은행권은 특히 소재

16) 동전에 무늬를 생성하기 전의 소재. 압연판에서 일정한 형태로 단재한 것으로 10원화는 Al 양면에 Cu를 접
한한 소전, 50원화는 70% Cu, 12% Ni, 18% Zn의 합금 소전, 100원화와 500원화는 Cu 75%와 Ni 25%의
합금 소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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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비해 액면가치가 높아 위조로부터 취약하므로 안전하면서도
사용자의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제조과정에는 최고의 인쇄와 특수기술이 사용되는 등 품질의 완벽
성이 추구된다.

일반적인 은행권 제조절차를 보면, 먼저 은행권 도안(디자인)을 결
정한 후 이를 토대로 종판(宗版)과 원판(原版; original plate) 및 인쇄
판(printing plate)을 순차적으로 제작한다. 다음으로 이들 인쇄판과
은행권 제조용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사전에 제조된 은행권 용지에 인
쇄가 이루어지며 은행권 인쇄는 컴퓨터 제어에 의한 고속, 고하중 인
쇄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권을 인쇄할 때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평판·요판용 인쇄판 등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다섯 단계별로 인쇄하고17) 각 인쇄단계별 건조과
정을 거친 다음 홀로그램(holographic stripe/patch)과 같은 시변각
장치(optically variable device)를 부착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각
공정마다 품질검사를 병행하여 불량품을 제거함은 기본이다. 이런 사
정으로 은행권은 제조공정이 길고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시
간을 필요로 한다.

17) 실제로는 평판인쇄만 하더라도 색상별 인쇄판을 별도 제작하여 여러 단계의 인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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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종판은 인쇄판의 설계도이다. 완성된 은행권 도안의 원도
(原圖: original design)와 평판용 밑그림 원판 제작에 필요한 1면부
필름, 요판용 인쇄판 제작에 필요한 조각판 등을 말한다. 실제 인쇄판
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은행권이 동시에 인쇄되도록 만들어지는데 종판
을 기준으로 다면배열(多面配列)이 완료된 인쇄판의 모태판(母胎版)
과 제판용(製版用) 밑그림 등을 인쇄원판이라 한다.

은행권 종판은 도안작업을 통해 제작된다. 도안작업은 수작업 스케
치를 토대로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망라된 은행권 디자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제한된 평면에 도안소재 등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며,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위조방지장치 배치를 포함한다. 도안이 완
성된 후에는 은행권을 대량인쇄하기 위해 인쇄잉크를 용지에 전이시
키는 중간매개체인 평판·요판·스크린 인쇄판을 제작하게 된다.

평판인쇄(平版印刷: lithographic printing)는 일반적으로 물과 지방
이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인쇄부위에만 잉크가 묻어 용지에
인쇄하는 인쇄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새 은행권 인쇄
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마모성(耐磨耗性; abrasion resistance)
이 양호한 나일로 인쇄판(nylo plate)18)을 사용한다. 또한, 가로 15m

18) 나일로 인쇄판이란 감광성(感光性) 수지로 플라스틱 계통의 폴리아미드(polyamide)인 나일론(nylon)을 금
속판 위에 입힌 판재로 만든 인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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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게 70톤에 이르는 대형의 평판인쇄기(simultan press)는 은행권
전지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인쇄할 수 있어 위조방지장치의 하나인
앞뒷면맞춤(see-through register)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또 은행권
의 바탕무늬나 다양한 문양(紋樣; pattern) 등도 평판으로 인쇄한다.
평판인쇄(앞, 뒤 지문인쇄)

<앞 면>

<뒷 면>

요판(오목판)인쇄(凹版印刷: intaglio printing)는 인쇄 판면의 오목
한 화선부에 잉크를 채운 다음 약 80톤/80㎝에 이르는 고압의 요판인
쇄기로 이를 은행권 용지로 옮기는 고난도 인쇄기술이다. 요판인쇄기
는 가격이 비싸고 인쇄과정에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은행권의 중
요한 부분인 주된 도안소재나 부도안소재, 액면 등을 인쇄하는 데 사
용되며, 일반 인쇄기나 컬러복사기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요판인쇄
는 그 자체가 은행권 위조방지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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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판인쇄(요판잠상, 미세문자 인쇄)

요판만 인쇄

평판에 이어 요판을 인쇄

스크린인쇄(孔版印刷: stencil/screen printing)는 스텐실이나 실
크 스크린 판에 뚫은 구멍으로 잉크를 흘려보내 용지에 잉크를 묻히는
인쇄방식으로 등사인쇄, 사진공판, 타이프라이터 공판인쇄, 스크린인
쇄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새 은행권 인쇄에 처음 적용한 스크린인
쇄는 화선부에 망사구멍이 나타나도록 사진제판하고, 이 망사구멍으
로 특수잉크를 투과시키는 인쇄방식이다. 새 은행권의 주요 위조방지
장치인 색변환잉크(color shifting ink)는 이 방식에 의해 인쇄되고 있
다.
스크린인쇄를 이용한 색변환잉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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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판인쇄(活版印刷: letterpress printing)는 볼록한 금속활자 등으
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은행권마다 서로 다른 은행권 기번호와 같이 개
개의 활자를 만들어 인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 채택된다. 구
은행권은 기번호와 함께 인장(印章)도 활판으로 인쇄되었으나, 새 은
행권은 기번호 인쇄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인쇄방식별 인쇄판 제작공정 및 이후의 은행권 인쇄공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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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인쇄판 제작공정
(평판)
원도

→

1면부
필름

→

필름
종합판

→

1면부 필름,
데이터

→

데이터
원판

→

조각판
(凹)

→

인쇄판

→

인쇄판

→

인쇄판

(공판)
원도

→

스크린
필름

→

플라스틱
→
형취판(凸)

동1원판
(凹)

→

인쇄1원판
인쇄2원판
→
(凹)
(凸)

(요판)
원도

종판

→

니켈2원판
(凸)

원판

은행권 인쇄공정
평판
앞·뒤 지문
인쇄

스크린
→

시변각
잉크 인쇄

요판
→

시변각
장치 부착

→

뒷윤곽
인쇄

→

활판
앞윤곽
인쇄

→

기번호
인쇄

우리나라는 1983년에 처음으로 우리 기술을 사용하여 은행권 도안
(디자인)부터 원판과 인쇄판을 제작한 이후 기술발전을 거듭하여, 현
재는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은행권을 디자인하고 컴퓨터 제어방
식으로 은행권 인쇄공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쇄된 은행권을 자동
으로 단재 및 포장하고 있다. 다만 새 은행권에 부착하고 있는 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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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입체형 부분노출은선과 같은 첨단 위조방지장치는 해외 전문업
체로부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은행권의 내구성

은행권은 수표 등과 비교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반복 사용이 가능
한 반면, 주화와 비교하면 내구성이 짧은 편이다. 은행권 제조 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가 적정한 사용 수명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는 제조
비 부담과 적기 교체의 번거로움 등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
이다.19)

은행권의 사용 기간은 사용자가 은행권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크
게 달라지지만, 기후환경과 내구성(durability)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다. 중앙은행과 조폐기관은 은행권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substrate), 인쇄 방법, 은행권 표면 코팅과 같은 마감 처리 등을 적
절히 조합하여 저마다 은행권 품질 최적화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
는 은행권 사용자가 육안으로 보는 겉모습은 물론 각종 현금취급기기
가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readability)도 내구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19)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은행권은 대략 5,000억장 정도이고 그중 실제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은 대략 3,570
억장으로 평균 유통수명(circulation lifespan)은 12개월 이하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다. 매년 유통수명을 다한
낡은 은행권을 대체하기 위해 약 1,500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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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왜냐하면, 각종 현금취급기기는 자성(magnet)이나 자외선
(UV)광에 기반을 둔 은닉요소(자성·형광잉크) 등을 읽어 들여서 은행
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찰, 습기, 액체 또는 화학물
질과 접촉할 때에도 은행권의 물리적 내구성은 감퇴한다.
은행권 소재별 수명 비교(DLR Analytics)

출처: 「An informed approach to banknote security and durability」, De La Rue, September 2018.

14세기 중국 명나라의 지폐인 대명통행보초(大明通行寶초)의 용
지는 뽕나무껍질로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날 면섬유(cotton fiber)
로 만든 용지는 목재 펄프로 만든 일반 용지보다 내절도(folding
endurance)가 강하면서도 쉽게 오염되거나 찢어지지 않는다. 또 면
섬유 용지는 인쇄적성(printability)도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현
재 대부분의 은행권 용지는 면섬유로 만들고 있으며 그 무게는 1㎡당
90g 내외이다.20) 우리나라 은행권 용지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설립
된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 글로벌콤스코대우(GKD)가 면섬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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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산한 면펄프를 사용하며, 은행권 인쇄 후에는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표면을 바니시로 코팅(varnish coating)하고 있다. 은행권 표
면을 코팅하면 독특한 광택을 띠어 인쇄 효과가 선명하고 매끈한 느낌
의 촉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쉽게 부풀려지거나 잘 오염
되지도 않는다. 한편 유로 지역 유로권과 예전 영국 파운드권 용지도
면섬유가 원료이다. 그러나 미국 달러권 용지는 면섬유 75%와 아마
25%를 섞어서 만들며, 일본 엔권 용지는 마닐라삼과 삼지닥나무 등
을 섞어서 만든다. 우리나라 은행권은 표면의 촉감이 달러권이나 엔
권 보다는 유로권과 비슷한 데 이는 원재료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미
20) 면
 섬유 이외에 아마(linen), 마닐라삼(abaca), 삼지닥나무(oriental paperbush) 등도 은행권 용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조섬유를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은행권 용지의 내구성을 강화하
기 위해 지료(pulp stuff) 조성 과정에서 폴리비닐 알코올(PVA)이나 젤라틴(gelatin)을 사용하기도 하며, 폴
리머 라미네이션(lamination) 방법으로 3겹 층 용지를 만들 수도 있으나 은행권 용지로 실제 사용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은행권 용지 재료와 라미네이션 방법(사례)

낙면(noil)

삼지닥나무(oriental paperbush)
출처 : Rory A, Wolf, 「A Technology
Decision - Adhesive Lamination or
Extrusion Coating /Lamination?」,
Prepared for 2010 Place Conference,
April 18-21, 2010.

목화(cotton)

마닐라삼(ab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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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달러권과 일본 엔권의 표면 촉감은 우리나라 은행권과 달리 독특하
여 촉각이 예민한 사람은 쉽게 구별할 수도 있다.21)

일반적으로 은행권 용지의 내구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은 내절도이며, 그 밖에 주요 기준으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인열강도(tear strength), 파열강도(burst strength) 등이 있다. 현
재 한국은행은 은행권 용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평량(basis
weight), 두께,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절도, 평활도(smoothness), 강
도(stiffness), 불투명도(opacity), 형광유무(UV dullness) 등 17개 항
목을 검사하며, 그 기준값을 모두 충족한 은행권만 납품받고 있다.
은행권 용지 검사용 장비

내절도 테스트

인장강도 테스트

21) 또한, 동 소재의 경우 숨은그림이 선명하게 구현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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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은행권의 내구성 강도가 유통수명과 반드
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내구성 강도는 은행권 제조과정에서
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반면, 유통수명은 사용자의 이용습관 등
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22) 화페정사 시 유통 은행권의 청결도 수
준을 얼마만큼으로 유지할 것인가(soiling level) 등 정책 기준에 따라
품질이 동일한 은행권도 유통수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폴리머가 은행권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영란은행
은 2016년 내구성이 강한 경량의 플라스틱 필름 위에 특수잉크를 입
힌 폴리머를 소재로 새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폴
리머 소재가 면 소재보다 오염이나 습기에 대한 저항이 강하여 더 깔
끔하고, 투명창 등 새로운 위조방지장치를 구현할 수 있어 더 안전하
며,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서 면섬유 은행권에 비해 약 2.5배 수
명이 길다고 한다. 또 폴리머는 재활용도가 높고 탄소 배출이 적어서
23)

환경친화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폴리머 원재료는 유

22) 최근 이집트에서는 은행권의 청결도가 극히 불량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집트 은
행권의 내구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 은행권의 청결도가 불량한 것은 잘못된 은행권 사용습관 때
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집트 은행권의 내절도
이집트 은행권
25 pi.

1 L.E.

5 L.E.

새 은행권 용지
(최소기준)

MD

4,100

3,052

4,450

2,500

CD

4,360

3,165

4,572

1,500

구분

내절도(회)

23) £10 및 £5 폴리머 은행권은 이전 면소재 은행권보다 제조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5%〜16% 적다.(「Carbon
Footprint Assessment, Paper vs. Polymer £5 & £10 Bank Note」, thinkstep, 201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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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자원인 원유이며, 폴리머 은행권을 재활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퇴화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면 소재의 경우 거의 무한 생산이 가능한 자원으로 최종
적으로 폐기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퇴화하기 때문에 폴리머보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

4. 주화 제조과정

주화는 은행권보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위변조 위험이 크지 않아 은
행권만큼의 정교한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제조과정이 단
순한 것만도 아니다. 주화는 표면이 매끈한 소전을 사전에 제작한 극
인(die, 문양을 압인하기 위한 금형)으로 압인하여 제조하는데, 이 극
인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전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극인은 하나의 원형을 여러 개의 복사본으로 만드는 도장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날인을 1,000번 한다면 도장 하나로 충분
하겠지만 100만번이 넘는 날인을 한다면 처음의 날인과 마지막 날인
은 도장의 마모에 따라 모양이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간단한
데 똑같은 도장 여러 개를 사전에 준비하여 날인의 균일성을 보장하면
된다. 이 비유를 주화 제조에 대응하면 주화의 극인이 도장이고 날인
이 낱장의 주화제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100원화만 하더라도 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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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장이나 제조되므로 극인의 마모가 상당하며 동일한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도장에 해당하는 동일한 극인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동일한 극인 여러 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까? 그것은 극인을 만드는 극인, 즉 원극인(original die) 제작을 통해
서 가능하다.

원극인은 세부적으로 석고원판, 수지판, 마스터 다이(master die),
매트릭스 다이(matrix die) 제작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주화의 도
안이 확정되면 이를 점토의 일종인 유토판에 수작업으로 조각한 후 석
고 액을 부어 석고원판을 얻는다. 석고원판은 강도가 약하여 쉽게 손
상되므로 합성수지를 부어 좀 더 경도(hardness, 단단한 정도)와 탄성
이 강화된 형태로 복사본을 만드는데 이것이 수지판이다. 소전이라는
금속을 압인하는 극인은 당연히 소전보다 단단해야 하므로 수지판 형
상을 금속으로 바꾸고 크기도 실제 동전에 맞추어 제작할 필요가 있는
데 원극인은 수지판을 기계적으로 스캔하여 축소 복제된 금속판인 양
각(positive)의 마스터 다이이다.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 금형을 제작
함으로써 도안의 미세한 부분까지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원극인이 완성되면 이를 이용하여 극인을 제작하는데, 극인도 세부
적으로 매트릭스 다이(matrix die), 워킹 펀치(working punch), 워킹
다이(working die)로 나뉜다. 원극인으로부터 주화 압인용 극인을 제
조하는 것은 실제로 금속을 압인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공정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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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원래의 도장이 양각이면 다음은 음각 다음은 양각의 순환 관
계가 이루어진다. 즉 매트릭스 다이는 여러 개의 워킹펀치를 복제하
기 위해 마스터 다이를 이용하여 만든 음각(negative) 금형이고, 워킹
펀치는 워킹 다이를 제작하기 위한 양각(positive) 금형이다. 각각의
극인도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다른 금속을 압인하여 형태를 만들면
서도 자신은 변형되지 말아야 하므로 열처리와 코팅을 통해 경도를 강
화하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워킹 다이는 주화를 실제
로 압사하기 위해 압인기에 설치하는 음각(negative) 금형이다.

주화의 제조는 대형 압인기에 최종 극인인 워킹 다이를 설치한 후
소전을 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주화는 대
한제국의 경성 전환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극인과 소전은 해외
에서 제작되었으며 소전의 압인도 인력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현재
에는 대형화되고 자동화된 압인장비를 사용하는데 초당 약 13개의 동
전을 제조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5. 주화 소전과 주요 공급회사

앞서 도장에 해당하는 극인을 알아보았는데 도장이 날인되는 종이
에 해당하는 것이 소전이다. 조선시대 상평통보는 압인이 아닌 쇳물
을 형틀에 부어 제조되었다. 한번 쇳물을 부으면 여러 개의 주화(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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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가 동시에 만들어졌고 마치 나뭇가지에 나
뭇잎이 붙은 것 같은 엽전이 제조되었다. 오
늘날에도 사용하는 주화라는 명칭은 엽전이
이러한 주조(鑄造) 공정으로 만들어진 데 기
인한다.

현대의 주화는 극인으로 철판을 압인하여
제조되고 한 번에 동전 한 개씩을 압인한다는

자료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점에서 전통적 주조 주화와는 차이가 있다.
소전은 주화의 지름에 해당하는24) 원형으로 재단된 무른 금속판으로
도안, 액면, 제조연도는 물론 테두리의 톱니모양 등도 새겨지지 않은
상태이다. 조폐 당국은 소전 제조업체로부터 소전을 구입한 후 문양,
액면표시 등이 새겨진 극인을 압인하여 주화를 제조하고 있다.

각국은 주화 발주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 세계 소전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
풍산은 1973년 최초로 대만에 소전을 수출한 이래 세계 70여개국 이
상에 소전을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소전 시장의 39%를 점유하고 있
다.

24) 압인 시 금속의 지름이 증가하므로 엄밀하게는 실제 주화의 지름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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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은 유로화 소전도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세계적인 주요 소
전 공급 업체로는 유럽지역의 Ceco S.A.(스페인), Royal Mint(영
국), Saxonia Mint of Finland(독일), 미주지역의 Jarden Zinc(미국),
Royal Canadian Mint(캐나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outh
African Mint Co. 등이 있다.

6. 화폐제조비

한국은행은 시중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한국조폐공사에 화폐를25) 발
주(發注)26)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발주 주기는 1년에 한 번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연간단위로 자재, 생산,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화
폐를 제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조화폐를 인수한 대가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한 화
폐제조비를 제조화폐 총량으로 나누면 제조단가(manufacturing cost
per unit)가 산출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조단가는 은행권과 주화의 액
면 종류별로도 산출할 수 있다.

25) 유통 중인 법화와 구분하여 제조화폐라고 한다.
26) 한국은행의 한국조폐공사 앞 제조화폐 제조 의뢰를 발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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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화폐제조비는 약 1,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화폐제조비1)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20

1,287

1,481

1,539

1,330

1,126

993

주: 1) 기념화폐 포함

화폐제조단가는 연도별로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이유
는 제조비가 먼저 결정되고 제조단가는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
다. 한국 조폐공사가 제조화폐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공급하게 됨에
따라 가격을 사전 약정에 의해 책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 지급하는 화폐제조비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정적 지출과 화폐 주문
에 따른 변동적 지출,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화폐제조량이 늘어나면 화폐제조비는 증가하지만, 화폐
1단위당 평균 생산가격인 제조단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는 화폐를 제
조하는데 필요한 원가에 제조량에 비례하는 변동원가(직접재료비, 직
접노무비 등) 뿐만 아니라 제조량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원가(간접재
료비, 고정경비 등) 등27)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인쇄는 고

27) 한국은행은 고정원가 및 변동원가 등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 적정한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
윤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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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닌 만큼 고가
의 최첨단 인쇄설비가 많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고정원가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화폐의 제조량이 늘어나면 고정원가는 불변이나 변동원
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여 화폐제조비는 커지는 반면, 화폐 1단위당
배분되는 고정원가가 낮아져(단위당 변동원가는 불변) 제조단가는 하
락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작용한다.

은행권과 주화 소재(substrate)의 재료비도 화폐제조비에 영향을 준
다. 은행권의 경우 용지 소재, 위조방지장치, 잉크의 종류에 따라, 주
화의 경우 소전(coin blank)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의 국제 원자재가
격에 따라 재료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재료비가 변동하게 되면 화폐
제조비도 불가피하게 등락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은행권은 폴리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섬유를 사
용하고 있지만, 화폐의 위조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입체형 부분노출은
선(3D security ribbon), 시변각장치인 홀로그램, 특수잉크인 색변환
잉크(CSI) 등이 재료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화의 경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액면금액별로 차이를 보이
는데,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등은 약 60〜70%, 10원화는 40% 안
팎 수준이다. 10원화의 재료비 비중이 다른 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현용 라10원화의 경우 구리 씌움 알루미늄으로 제조되고
52

제1편 화폐의 탄생

지름도 작게 제조되기 때문이다.28) 최근에는 주화의 주요 소재인 구
리(Cu)와 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원자재가격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고가의 소재인 니켈(Ni) 가격도 하락세를 보여 제조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1)

주화의 금속소재 구성
(단위: %)

화종

Cu

Ni

Zn

Al

500원화

75

25

-

-

100원화

75

25

-

-

50원화

70

12

18

-

10원화

48

-

-

52

(1000＄/Ton)
40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30

20

10

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주: 1) 런던금속거래소(LME) 현물가격(기간평균)

최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돈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
한 궁금증이 많고 실제로 문의가 많이 접수되는데 아쉽게도 개별 권
화종의 제조단가는 기밀사항이다. 이는 화폐 제조단가를 공개하면 한
국은행이 해외 조폐기관에 화폐제조를 발주29)하거나, 한국조폐공사가
28) 이러한 새 10원화의 발행 배경은 구 10원화의 주된 소재였던 구리 가격(Cu)의 급등으로 액면금액 대비 제조
비용이 과다하여 부(-)의 시뇨리지(seigniorage)가 발생한 데다,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상
황에서 영리목적으로 10원화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발권기관의 경우 화폐를 외국의 조폐기관으로부터 제조하여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전량 제조하고 있지만, 재난, 천지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해외발주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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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화폐제조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화폐 제조단가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독립적인 행정집행법인인 국립인쇄
국(國立印刷局)이 은행권을 인쇄하여 일본은행에 직접 납품하고, 조
폐국(造幣局)이 주화를 제조하여 형식상 정부를 경유하여 일본은행에
납품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제조단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폐의 액면 종류별 제조단가를 공개하
고 있다.31)

이에 따르면, 2020년 은행권 제조단가는 액면별로 1·2달러권이 7.7
센트, 5·10·20·50달러권이 15.5〜16.1센트, 100달러권이 19.6센트
이고, 주화의 경우 2018년 제조단가는 액면별로 1센트화(penny)가
2.06센트, 5센트화(nickel)가 7.53센트, 10센트화(dime)가 3.73센트,
25센트화(quarter-dollar)가 8.87센트, 50센트화(half-dollar)가 6.58
센트이다. 참고로 2019년 우리나라 은행권의 평균 제조단가는 약 131
원 정도이다.
30)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2월 화폐납품단가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공표
한 바 있다.
31) 미국의 은행권과 주화는 재무부 소속 인쇄국(BEP) 및 조폐국(U.S. Mint)에서 각각 제조하고 있으며, 연방준
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은행권의 발권을, 재무부가 주화의 발행을 담당한다. 연방준비제
도이사회는 홈페이지의 FAQ 코너를 통해 은행권 제조단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폐국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화 제조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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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은행권 제조량 및 제조비
(십억장)

미국의 연도별 주화 제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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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 Mint Annual Report(2019)

오늘날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화폐의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
년 1,000억원 이상의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
게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화폐제조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화폐제조비는 2007년 중 2,061억원에
서 2019년 중 99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화폐의
제조 및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나 추가적인 절감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양질의 화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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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우리나라 새 화폐의 발행

1. 액면체계와 은행권 크기

가. 액면체계

2009년 6월 23일 한국은행은 36년 만에 새로운 최고액권인 50000
원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 액면(denomination)
수는 은행권 4종, 주화 6종을 합쳐 모두 10종으로 늘어났고, 화폐 액
면체계(currency denomination structure)는 1원부터 50000원까지
[1, 5] 단위로 좀 더 촘촘히 구성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1962년 현재의 화폐단위 ‘원’을 도입한 이후 고도성장과
물가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화폐수요도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은행은
이에 맞추어 고액면 은행권을 도입해 왔다. 즉 1972년 5000원권에 이
어 1978년에는 10000원권을 발행하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2009년
에는 최고액면 화폐인 5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 자
동판매기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주화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거스름돈
으로 전락하여 오염과 손상이 많았던 500원권을 주화로 대체한 이래
약 30년간 우리나라의 화폐 액면체계는 주화 6종과 은행권 3종으로
고정되었는데 50000원권 도입으로 오랜만에 변화를 맞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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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폐 액면체계의 변천1)
시기

은행권

종수

1962.6.10

500, 100, 50, 10, 5, 1 원

6

1962.12.1

500, 100, 50, 10, 5, 1 원(50, 10 전)

8

1966.8.16

500, 100, 50 원(50, 10 전)

5

1970.11.30

500, 50 원(50, 10 전)

4

1972.7.1

5000, 500, 50 원(50, 10 전)

3

1972.12.1

5000, 500 원(50, 10 전)

2

주화

종수

100, 50, 10 환

1973.6.12

10000, 5000, 500 원(50, 10 전)

3

1975.8.14

10000, 5000, 1000, 500 원(50, 10 전)

4

1982.6.12

10000, 5000, 1000 원

3

2009.6.23

50000, 10000, 5000, 1000 원

4

3
10, 5, 1 원
100, 10 ,5 ,1 원

4

100, 50, 10, 5, 1 원

5

500, 100, 50, 10, 5, 1 원

6

주: 1) 한국은행 발행 기준

우리나라의 액면체계는 1, 5체계이다. 우리나라 액면은 10종32)이며
현용 화폐에 200원, 2000원, 20000원 등은 없다.

세계 37개 주요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평균
적으로 주화 6.1종과 은행권 6.0종 등 총 12종의 액면 수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10종, 실제 유통33)되는 종수 8종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화폐 액면 수는 부족한가? [1, 5] 체계를 따르

32) 1, 5원화는 실제로 유통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액면 수는 10종보다는 8종으로 보는 것
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33) 한국은행은 시중수요 감퇴에 따라 2005년 이후 1, 5원화를 유통목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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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1, 2, 5] 체계 국가에 비해 액면 수가 부족
할 수밖에 없고 주요국의 12종에 비해서도 액면 종류가 단조로운 것
이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이 현재 50000원인데 비해 주요
국은 1000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액권 부재에 따른 격차도
존재한다.34)

하지만 액면 수의 적정성 여부는 경제주체의 실제 거래 시 액면 수
부족으로 불편이 초래되느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외국
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래 관행과 관련하
여 우리나라에 2단위 화폐가 도입되지 않은 것도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상인이 8천원을 거슬러 줄 때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섞어
서 내어주기보다는 1000원짜리 8장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35)

나. 은행권 규격

2005년 이전에 발행되었던 은행권 3종은 세로 길이가 76㎜로 동일
하고 가로 길이는 1000원권 151㎜, 5000원권 156㎜, 10000원권 161

34) 미국의 최고액면인 100달러가 최저액면인 1센트에 비해 1만 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액면인
50000원이 최저액면인 1원의 5만 배이므로 우리나라의 상·하한 폭이 더 크다. 다만 최저액면을 유통 기준
으로 보아 10원이 하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하한 폭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5) 이런 상황에서 1-2-5체계라면 1000원+2000원+5000원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여전히 1000원 1종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금이용시 거스름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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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종마다 5㎜씩 길어지는 가로 확대·세로 고정형이었다. 이 크
기는 1983년 이후 20년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다른 나라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크기를 줄여달라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사용되는 현행 은행권은 가로 확대·세로 고
정형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전보다 축소되었다. 세로길이는 68㎜로 축
소되고, 가로는 1000원권 136㎜, 5000원권 142㎜, 10000원권 148㎜,
50000원권 154㎜로 권종마다 6㎜씩 차이를 두었다.

또한, 당시 OECD 회원국 은행권의 평균 크기인 가로 147.8㎜, 세
로 71.3㎜인 점도 고려하였다. 현재 은행권 4종의 평균 크기는 가로
145㎜, 세로 68㎜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고액권
이 1종 부족하므로 후일 고액권이 추가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 즉 은
행권이 5종이 되면 중간액면인 10000원권이 크기의 중심이 될 것이므
로 2006년부터 발행한 은행권의 표준 크기는 10000원권 크기인 가로
148㎜, 세로 68㎜가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은행권은 전통적으로 ‘가로 확대·세로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10000원권보다 액면이 커질 때마다 가로가 6㎜씩 늘어나고 액
면이 작아질 때마다 가로가 6㎜씩 줄어든다.

현행 우리나라 은행권은 지속적으로 크기를 줄여 그 규격이 세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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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가까우며, 가로와 세로 길이간 비례나 권종간 구별방법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 은행권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크기
가 크게 줄어 돈을 셈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새 은행권
이 모두 발행되고 사용이 익숙해짐에 따라 은행권의 크기가 적당하며
만족한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36)

2. 도안소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국가적 정체성을 담는 대표적인 소재는 각 권종
별로 채택된 인물 초상이다. 국민들이 통상 ‘10000원권’ 대신 ‘세종대
왕’이란 별칭을 쓸 만큼 도안인물은 그 화폐와 동일시된다. 현재 도안
인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신사임당(1504〜1551), 세종
대왕(1397〜1450), 퇴계 이황(1501〜1570), 율곡 이이(1536〜1584)이
다. 이와 같이 은행권의 주 도안소재로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국민들
의 존경을 받는 인물을 채택하는 이유는 은행권의 품위와 신뢰를 제고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은행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
하는 데 인물도안이 사물에 비해 용이한 점도 이를 선호하는 이유이
다.

36) 한국은행이 2019년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권종별 크기에 대해 ‘적당하다’고 평가하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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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폐 도안인물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모든 인물들이 조선시대 인물로서 국민들의 시각을 지나치게
과거에 치우치게 한다는 측면이나, 인물들의 활동영역이 정치면에 치
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50000원권에는 여성인물
인 신사임당이 들어감으로써 성별, 활동영역 나아가 이씨 일색의 성씨
까지 개선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화폐도안으로는 주소재 외에도 자국을 상징하는 건축물, 사물, 자
연경관 등 비인물 중심의 부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의 경우 앞면은 도안인물과 관련된 부소재를 선정하고, 뒷면은 도안인
물이 가진 상징성을 확장하는 소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50000원
권의 앞면에 있는 신사임당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墨葡萄圖)와
초충도수병(草蟲圖繡屛), 10000원권 앞면의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용비어천가, 5000원권 앞면의 오죽헌과 오죽, 1000원권 앞면의 성균
관 명륜당과 매화는 모두 도안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재이
다. 반면 뒷면 소재와 도안인물과의 연계성은 그 폭을 조금 더 확장한
측면이 있다. 먼저 1000원권 뒷면의 계상정거도는 정선의 작품이지만
퇴계의 거소가 담겨 있고, 5000원권 뒷면의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
는 율곡의 어머니의 작품을 담았다. 10000원권 뒷면의 천상열차분야
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혼천의는 세종대왕 시절 과학발전의 상징
적 계승이라는 의미를 살렸으며, 50000원권 뒷면에 있는 월매도(月梅
圖)와 풍죽도(風竹圖)는 신사임당 당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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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소재는 각 은행권 도안인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의 문화,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소재

용비어천가(한국학중앙연구원)

혼천의(국립중앙박물관)

신사임당 초충도(율곡기념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행권 도안 추세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를 도모
하면서도 시대 가치의 변화를 담고, 다양한 분야의 국가 정체성을 반
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새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기존 도안인물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부소재만 교체한 결과, 여전히 도안인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0000원권 발행이 새 은행권 발행과
분리되어 결정됨으로써 3종 은행권과 50000원권 간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37)
37) 도안인물을 신사임당으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새 5000원권의 뒷면에 여성과 예술 분야라는 상징성을 부여
한 초충도와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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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화폐 도안인물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로서 시
대별, 활동분야별, 성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야 하고, 한번 선정
된 인물이라도 시대 변천에 따라 다른 인물로 변경될 필요성도 상존하
고 있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소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도안인물과 보조소재는 새로운 은행권 시리즈를 내놓을 때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3. 시각장애인 감지장치

우리나라 새 10000원권,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외국사례 등을 참
고하여 기존보다 크기를 축소하되 요판심도(intaglio depth)를 강화한
시각장애인 감지장치(tactile feature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액면숫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숨은그림(watermark) 하단의
문양이 없는 위치에 크기를 키우는 한편 요판인쇄를 적용한 액면 숫자
를 배치하고 권종별로 새로운 형태의 액면감지장치도 마련하였다. 그
럼에도 기존 권종과 구분되는 보다 강화된 감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의
견에 따라 2009년 최초 발행된 50000원권에는 앞면 좌측과 우측 끝
에 막대형 시각장애인 감지장치(intaglio-printed bar) 5개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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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위조방지장치로 처음 도입된 입체형 부분노출은선(3D
windowed security thread)과 띠형 홀로그램도 촉감으로 식별되는
특징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액면과 진위 식별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새 은행권의 시각장애인 감지장치

10000원권

50000원권

4. 세로 디자인

은행권의 도안을 용지에 배치함에 있어서 지폐의 가로모양에 맞추
어 배치하거나 세로모양에 맞추어 배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000
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처럼 전통적인 은행권은 가로 디자인
(landscape-orientation design)으로 제조된 반면, 고액권인 50000원
권의 뒷면은 기존의 은행권과 달리 세로 디자인(portrait-orientation
design)으로 제조되었다.

은행권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화폐사용 습관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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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은행권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가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는 가로 디자인이 적합하고 세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세로 디자인이 잘
어울릴 것이다.38)

우리나라 50000원권 뒷면
에 세로 디자인을 시도한 것은
도안 소재인 어몽룡(魚夢龍,
1566〜?)의 ‘월매도(月梅圖)’와
이정(李霆, 1554〜1626)의 ‘풍
죽도(風竹圖)’ 가 세로 디자인
에 더 어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몽룡의 「월매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정의 「풍죽도」
(간송미술관 소장)

우리나라의 두번째 세로 디
자인 은행권은 2018년에 발행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
념은행권」으로 뒷면 도안소재로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송하
맹호도(松下猛虎圖)’를 채택하면서 세로로 배치하였다.

38) 예 를 들어 현금인출기 사용 시에는 가로 디자인이 적합하며, 자판기 등에 사용하기에는 세로방향 디자
인 은행권이 인체공학적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ans de Heij, 「Banknote dimensions and
orientation: user requirements」, De Nederlandsche Bank NV,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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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부 권종의
뒷면에만 세로 디자인을
적용하였지만, 스위스와
베네수엘라처럼 현용 은행
권 전 권종의 앞면을 세로
디자인으로 제작한 사례도
있다.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호암미술관 소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뒷면)

참고로 1996년 당시 유
로 은행권 디자인 공모전

(Euro Banknote Design Competition)에 출품된 작품 44건(각 건별
7종) 중에서 가로(앞면) - 세로(뒷면) 디자인을 채택한 작품은 1건이
며, 세로(앞면) - 가로(뒷면) 디자인을 채택한 작품이 3건, 앞뒷면이
모두 세로 디자인인 작품이 4건으로 가로 디자인이 다수를 차지하였
다.39)

전통적인 가로 디자인과 새로운 스타일의 세로 디자인은 미의 관점
에서 우열이 있기보다는 사용자의 화폐사용 습관과 선호 등을 고려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9) 「Euro banknote design exhibition」, ECB,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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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번호 은행권의 처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어나면서 각자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
듯이 은행권도 제조과정에서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데, 이를 은행권의 기번호(serial number)라 한다. 새 은행권의
기번호(기호＋일련번호)는 영어 알파벳 3개와 아라비아 숫자 7개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알파벳 3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로 기호를 표시
하고 나머지 숫자 6개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은행권에 기번호를 부여
하는 목적은 은행권 제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조·생산 과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40) 모든 은행권의 기번호는 대부분 순차
적으로41) 부여되므로 영문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는 새 은
행권 기번호 체계상 가장 빠른 기번호는 AA0000001A가 된다.

그럼 ‘AA0000001A 은행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현용 은행권은 일상적으로 무차별하게 액면의 가치대로 통용되지만
화폐 수집가들은 기번호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초 제조 생산된 은행권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AA0000001A’ 기번호

40) 즉 제조과정에서의 작업단위 구분, 은행권의 제조 물량 파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타 목적으로는 은
행권의 제조 및 발행시기 관리 기번호 구성요소와 배열방법 및 독창적인 글꼴 등에 의한 위조방지와 위폐관
리, 서로 분리된 은행권의 동일성 판정기준 제시 등이 있다.
41) 은행권의 제조 생산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품질불량 은행권을 대체하는
은행권에는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67

NO , 화폐문맹!

의 은행권이 시중에 새롭게 나온다면 액면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거래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번호 은행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는 새
은행권 발행 절차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행은 2000년 이후 발행된 새 은행권부터 은행권 발행을 기
념하고 앞번호 은행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1~100번
은행권(작은 묶음 1개)을 ‘보기화폐(Specimen)42)’로 채취하여 한국
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그다음 앞번호(101~1,000번 또는
101~10,000번) 은행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매하고, 그에 따른 수
익금을 사회복지 성금으로 기탁해 왔다. 36년 만에 발행되는 새로운
최고액권으로서 50000원권도 1~100번 은행권을 여타 새 은행권과 마
찬가지로 화폐박물관에 전시하고, 그다음 번호부터 20,000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경매로 일반에 판매하였다.43)

한편 기타 앞번호의 현용 새 은행권은 2006년과 2007년 당시 한
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일부를 교환해주기도 하였으나, 2009년
50000원권 발행 시에는 무작위로 금융기관에 발행하였다.

현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는 당시 채취된 새 은행권 1~100번 작

42) ‘보기화폐’란 화폐의 견본이나 전시,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특별히 관리하는 화폐를 말한다.
43) 영란은행도 2012년 9월 앞번호 은행권을 경매하고, 그 수익금이 취약계층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
도록 영국입양양육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에 기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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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묶음이 대통령 서명 은행권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기번호 ‘AA0000001A’ 1000원권과 50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참고로 기번호로 은행권 낱장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추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
만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거래의 익명성은 생필품 쇼핑 등 단순 거래 시 국민들이 선호하는 요
소이고 개인 간 거래 등 추적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아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화폐의 기번호를
추적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6. 디자인 만족도

앞서 최근의 각국 새 은행권이 대부분 시리즈(series) 개념을 도입
하여 도안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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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발행된 새 은행권에 처음으로 디자인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액면구별이 쉽도록 액면 순서에 따라 한색(cool
color)과 난색(warm color)을 교차 적용하면서 도안 등을 보다 선명
하게 표현하고, 서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글자체를 개선하면서 도안
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50000원권은 앞면에 우리나
라 최초로 여성을 도안인물로 채택하고 뒷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로
방향(portrait orientation) 디자인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액권
의 위상에 맞추어 새롭게 적용한 여러 첨단 위조방지장치44)와 전통적
인 여러 도안소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
은 편으로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 은행권에 대한 자국민들의 만
족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19년 실시한
국민들의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권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개선이 필요한 권
종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0000원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5000원권의 색상과 1000원권 및 5000원
권의 디자인은 여타 권종에 비해 만족도가 소폭 낮았다.

44) 스웨덴과 멕시코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입체형 부분노출은선(3D Motion)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새
100달러권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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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사용 만족도 조사결과(2019년)
(권종별 종합 만족도)1)

(개선이 필요한 권종)

(점수)
만원권
(2.4%)

4.5
4
3.6
3.5

3.8
3.5

5만원권
(4.8%)

3.9

3.5

만족

3

5천원권
(17.1%)

보통

2.5

불만족

천원권
(12.6%)

없음
(63.0%)

2
1.5
평균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주: 1) 5점 척도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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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2편 돌고 도는 화폐에서는 화폐의 유통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화
폐가 태어나면 은행 등 현금취급기관을 거쳐 개인, 사업자 등의 수중
에 전달되고, 경제주체 간에 거래된 후 다시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은
행에 입금되며 손상되어 역할을 다한 화폐는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다.

화폐를 생명체에 비유하자면 앞서 언급한 화폐의 제조과정 및 한국
은행 금고에서 제조화폐가 보관되는 과정은 어미의 배 속에서 형체를
갖추고 출생을 기다리는 태아에 비유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납품된
제조화폐가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발행되어 비로소 법화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에 근거하여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을 지닌 한국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
폐는 동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에 따라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주화의 경우도 제48조가 준용되므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45)
45) 한국은행법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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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마음대로 결
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화폐의 발행량은 한국은행이 아니
라 금융기관의 인출요구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수령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우리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
기도 하고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대부분 현금을 거칠 필요없이
계좌에서 직접 출금한다. 급여의 일부만이 ATM기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데 현금은 카드사나 은행의 도움 없이 즉시 상대에
게 지급하여 거래를 완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한 요즈음에는 현금인출 규모가 고
객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객들의 현금인출이 누적되면 금융기
관의 보유현금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현금
을 인출하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 한국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하고46) 현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점과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워낙 거액의 현금이 거래되
므로 현금 인출 시에도 허가된 인원이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등
안전장치가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제조 후 납품된 제조화폐가 한국은행 금고에서 창구를
거쳐 금융기관에 발행된 이후 유통을 거쳐 다시 환수되고 폐기되기까

46) 한국은행의 당좌예금에 예치된 금융기관 자금을 지급준비금(지준)이라고 한다.

76

제2편 돌고 도는 화폐

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의 순환

교환지급
발주

발행

금고

지급
한국
조폐
공사

납품

발권
창구

사용화폐

출금
금융
기관

수납
정사

입금
일반
국민

환수
교환수납

손상화폐
폐기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상 부채 항목인 화폐발행액으로 계상됨과 동시에 법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공·사의 모든 거래에서 핵심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유
통’된다. 발행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 내에 보관된 제조화폐와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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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거쳐 발행에 대비하는 화폐(이를 “미발행화폐”
라고 함)는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고 화폐발행액에도
계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중에 공급되어 유통되던 화폐가 예금, 세금납부 등의 형태
로 금융기관으로 들어오면 각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한
최소 화폐만을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과 결제
자금 등으로 입금한다. 이렇게 화폐가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
에 들어오는 과정을 ‘화폐의 환수’라 하며, 환수된 화폐는 한국은행의
정·감사를 거치게 된다.

‘정사’란 환수된 화폐의 장수와 금액 확인, 위·변조화폐 적출, 전액·
반액·무효 판정, 사용·손상상태 구분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화폐정리업
무를 말한다. 정사 결과 사용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재발행을 위해 금
고에 보관되고, 손상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장수 및 금액을 다시 확인
하는 ‘감사’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폐기대상화폐는 은행권의 경우 손
상화폐, 소손권, 발행중지화폐 등으로 분류하여 잘게 분쇄해 소각하고
주화는 용해하는 방법으로 소각한다.

금융기관은 화폐의 유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행에서 화폐
를 인출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한국은행에 입
금함으로써 한국은행과 기업·일반인 등과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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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금융기관도 화폐 정사 과정을 거쳐 유통화폐를 정화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재사용에 부적합한
화폐(손상화폐)와 재사용 가능한 화폐(사용화폐)로 구분하여 한국은
행에 입금하며 고객에게는 재사용 가능한 화폐를 지급한다. 한국은행
은 금융기관이 사용화폐로 분류하여 입금한 화폐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화폐정사를 생략하고 재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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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화폐의 발행

1. 1인당 화폐발행잔액

화폐의 탄생은 한국은행 화폐 발행창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화
폐의 발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거액 단위로 이루어지므
로 엄격한 보안 절차를 갖추고 있다. 화폐발행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1996년부터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 등록제를 운영함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화폐수급을 차단하고 화폐수급의 안전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거래직원에게만 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때 한국은행 창구 담당 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인출 신청번호,
비밀번호, 신청금액 등을 통해 신분과 인출 내역을 확인한다. 이렇게
화폐 지급이 이루어지면 화폐발행액으로 기록되며 그 누적 금액은 화
폐발행잔액47)이 된다.

2019년말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잔액은 125조 6,989억원이며, 이를
47) 화폐발행잔액은 화폐발행액에서 화폐환수액을 제한 순발행액의 누적 금액으로 경제학 교과서의 화폐발행액을
의미한다. 화폐 발권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flow인 기간중 화폐발행액을 화폐발행액, 특정 시점의 stock
인 화폐발행액을 화폐발행잔액으로 구분하여 호칭한다.
48) 인구수 : 51,709천명(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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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48) 금액으로 환산하면 243만원 수준이다. 이는 현행 원표시 액
면체계가 시작된 1962년말 1인당 잔액이 782원49)이었던 것과 비교하
면 약 3,100배 증가한 수준이다. 1인당 화폐발행잔액 증가율과 1인당
명목GDP 증가율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명목GDP 크기가 소
득의 대용지표로서 경제주체의 거래적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 때문이다.
1인당 화폐발행잔액1) 및 1인당 명목GDP2) 증가율3)
50

(%)

1인당 화폐발행잔액

1인당 명목GDP

40
30
20.8

20

17.5
8.7

10
0

3.9

3.5

0.9

-10
-20
61

66

71

76

81

86

91

96

01

06

10

13

16

19

주 : 1,2) 원계열, 3) 전년대비 기준

1인당 화폐발행잔액 및 1인당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1)
1961～1980년

1981～2008년

2009～2019년

1인당 화폐발행잔액(A)(%)

25.3

9.2

13.1

1인당 명목GDP(B)(%)

26.2

11.8

4.2

A-B(%p)

-0.9

-2.6

8.9

주 : 1) 기간중 전년대비 증가율의 기하평균

49) 2차 통화조치에 따라 ‘환( )’표시 화폐의 유통과 ‘환( )’표시 화폐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호칭 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한 새로운 ‘원’표시 화폐를 발행하였다. 일 인당 화폐잔액은 1962년 화폐발행잔액 207억원을 인구수
26,513천명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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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표의 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두 지표가 거
의 같은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화폐발행잔액 증가율
이 명목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 등 비
현금지급수단50)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향이기도 하나 물가
상승으로 고액권인 10000원권 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50000원권이 발행되면서 1인당 화폐발행잔
액 증가율이 1인당 명목GDP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화폐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51) 이는 그간 고액권 부재에 따라 정액 자
기앞수표 등 대체 지급수단으로 잠재되어 있던 화폐수요가 50000원
권의 발행으로 현금 사용·보관의 편의성이 제고되면서 현금수요로 이
동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52)

최근 들어 1인당 화폐발행잔액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53) 최근 세계적으로 화폐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을 전후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50) 대표적인 비현금지급수단인 신용카드는 1978년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
터이다.
51) 결
 국, 1981년~ 2019년 사이의 두 지표를 비교하면 1인당 화폐발행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 1인당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2) 우리나라의 1인당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2014년을 정점으로 가치저장목적의 고액권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
되면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1인당 명목GDP 증가율과의 차이가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53) 전 세계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Andrew Bailey는 Bank of England의 Chief Cashier로
재직 시 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은행권의 역설(Paradox of Banknotes)’이라고 명명
한 바 있다.(Keynote address to the Banknote 2009 conference, Washington DC, 6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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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저물가 및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화폐보
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무위
험자산인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20년 들
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의 화폐수요가 급증
하여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평시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3배 이
상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관측되었다.54) 이처럼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비현금지급수단 사용 확대로 현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는 상반되게 화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 발권당
국의 견해와 최근 사례를 통해 볼 때 가까운 기간내 현금 사용이 감소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말 명목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을 보
면 우리나라가 6.6%로 현금 선호가 강한 일본(21.1%)뿐만 아니라 미
국(8.4%), EU(11.1%), 스위스(11.9%) 등에 비해서 낮다. 반면 호주
(4.2%), 영국(3.8%), 스웨덴(1.2%)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명목
GDP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로 본 국가별 현금 화폐 사용 정도는 국

54) 이와 같은 최근 주요국 화폐발행잔액의 급증은 현금 접근성 제약에 대한 우려, 금융기관의 영업용 현금확보, 불
확실성 증가에 따른 일반인의 예비용 지급수단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보도자료: 코로나19
가 주요국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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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현금 선호도가 화폐의 국제화55) 및 비현금지급수단의 확산 정
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적정한 수준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주요국의 명목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
주요국과의 비교1)

연도별 추이
(%)

(%)

25

일본

EU

미국

25

한국

21.2
20

21.2
20

16.5

16.0
15

15

11.9

11.1
10

8.1

6.9
5

6.0

6.0

2.7

2.7

8.4

10

6.6

5

11.1
8.4
6.6
4.2

3.8
1.2

0

2005

2007

0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일본

스위스

EU

미국

한국

호주

영국

스웨덴

주 : 1) 2019년 기준

최근 현금사용의 감소 경향과 관련하여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국에서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명목GDP 대
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영국56) 및 스
웨덴57)의 경우에도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자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55) 우
 리나라보다 명목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이 높은 미국, EU 등의 경우는 기축통화국으로서 해외수요의
비중도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56) 영국의 경우 2019년 3월 독립적인 연구단체에서 현금사용 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비현금지급결제수단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동 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의 영국민들이 수백만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현금 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현금 접근성 검토보고서(Access to Cash Review)
를 발간한 바 있으며, Bank of England는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동의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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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금 접근성 보장이란
현금사용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더라도 앞으로도 오랜 기간 현금
이 중요한 지급수단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며, 현금사용을 선호하거나
비현금지급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할 것이므로 국
민들이 필요한 현금을 제때 획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금 접근성 보장 논의는 이들 국가들의 낮은 명목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율이 현금공급체계의 약화에도 기인하고 있어
국민들의 화폐수요가 원활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촉발
된 것이다. 자국민을 위한 적절한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
래 비용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민간회사 주도의 화폐유통체계를 탈피
하여, 화폐 서비스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다시 재편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7) 스웨덴 의회는 2018년 7월 현금 접근성 확보방안 보고서(Secure Access to Cash)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
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현금취급 업무를 수
행해야 하며 화폐사용자가 일정 거리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점포 또는 ATM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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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액면 은행권 발행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액면인 50000원권은 2009년 6월 23일 처음
발행되었는데 종전의 최고액권이었던 10000원권이 1973년 6월 처음
발행되었으므로 36년 만에 최고액면이 갱신된 것이다.

50000원권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3년에 10000원권이 도입
된 이후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58) 거래 단위가 높아졌으나
그에 맞는 고액권이 부재함으로써 거래 시 10000원권이 과다 소요되
고 화폐 제조 및 취급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발
행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가 마치 고액권 현금처럼 널리 사용되면
서 수표 발행 등 관리비용이 막대하였고 위변조방지요소가 미흡한 수
표는 위조에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고액면 부재에 따른 불편
으로 2006년 12월 22일 국회가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36년 만에 고액권이 발행되었지만 50000원권의 실질 구매
력은 10000원권 발행 당시의 구매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50000원권 발행잔액은 최초발행 이후 연평균 약 9.5조원씩 빠르
게 증가하여 2019년말에는 105조 3,944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58) 동 기간 동안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약 73배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약 14배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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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이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높아져
2019년에는 그 비중이 83.8%를 기록하면서 중심권종으로 자리 잡았
다. 10000원권은 유통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 최초발행 이후 15년
이 경과한 것과 비교하면 50000원권은 8년 만에 동 수준에 도달하였
다. 이러한 양상은 50000원권의 실질가치가 발행 당시의 10000원권
보다 크게 낮은 데다 50000원권 발행 직전 10000원권 비중이 매우 높
았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액권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그동안 크게
누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발행 이후 50000원권 및 10000원권 유통비중 추이
50000원권

(%)

10000원권

100
83.8
80

88.2
81.3

69.4
57.9

60
40

26.6

22.6

20
11.5
0
D+01)

D+5

주 : 1) D+0년 : 10000원권 1973년, 50000원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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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액권 발행상황은 어떠할까? 우선 고액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으나59) 대체로 최고액권과 중간액면 이상의 은
행권을 고액권으로 간주한 후 이들 은행권들이 화폐발행잔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주요국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화폐발행잔액 대비 최고액권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스웨덴의 경우 최고액권(1000크로나)의 비중
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9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그 분포가 집중되지
않고 퍼져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액권 비중이 80%를 상회
하여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50000원권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액면 이상으로 고액권을 정의
할 경우, 최고액권 발행 비중이 낮았던 국가들의 고액권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 간 차이가 크게 축소된다. 최고액권(1000크로나) 발
행 비중이 5.3%로 낮은 스웨덴의 경우에도 중간 이상 권종의 비중은
86.1%로 여타 주요국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59) 어
 떤 은행권이 어느 정도의 액면을 가지고 있어야 고액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기준은
없다. 나라마다 은행권 액면체계는 물론 소득 및 물가 수준에 따른 은행권의 실질 구매력이 차이가 나는 데다
국민들의 은행권 보유 및 사용습관도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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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화폐발행잔액 대비 고액권 비중1)
고액면(중간액면3) 이상)

최고액면2)
(%)

100
96.2
88.7

75

79.3

91.7

86.1

83.8
71.7

97.0

95.6
88.7

68.0

56.4

50

45.5

25
20.4
6.2

0

미국

EU

5.3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스위스

호주

미국

EU

영국

일본

한국

스웨덴 스위스

호주

주 : 1) 2019년말 기준
2) 최
 고액면 : 미국 100달러, 유로화 통용지역 200유로, 영국 50파운드, 일본 만엔, 스웨덴 1000크로나, 스위스 1000프랑, 호
주 100달러권
3) 중
 간액면 : 액면수(n)가 홀수인 경우 가장 큰 액면의 은행권부터 (n+1)/2번째인 은행권까지 포함, 짝수인 경우 n/2번째인 은행
권까지 포함

고액권과 관련하여 최고액권의 발행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하자는 주
장이 제기되는 국가가 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2019년 1월 27일
부터 최고액권인 500유로권의 신규 발행을 중지하였다.60) 미국에서도
최고액권인 100달러권의 발행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고액권이 정상적인 경제거래보다는 주로 테러61), 탈세, 뇌
물 등 범죄와 부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

60) 이미 발행된 500유로는 강제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유통이 가능하다.
61) 테
 러에 소요된 비용이 평균 10,000유로를 하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고액권 폐지에 따른 테러 방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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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바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를 뒷받
침하기 위해 고액권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마이너스 금
리 정책을 통해 소비나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예금 보유자들이 고액권
등으로 대거 현금화한다면 정책 의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62)

미국의 대표적인 최고액권(100달러) 폐지론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
버드대 교수는 최고액권의 폐지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실효성을 담
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 유럽중앙은
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
고 있는데 2019년 최고액권인 500유로 발행을 중지한 것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외 고액권 발행중단 사례
국가명

권종

발행 중단

500 달러
1000 달러
미국

1969년1)

5000 달러
10000 달러
스웨덴

10000 크로나

1992년

캐나다

1000 달러

2000년

싱가포르

10000 달러

2014년

EU

500 유로

2019년

주 : 1) 1945년 제조 중단

62) 부연하자면 액면이 높은 현금이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이 지준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더라도 금융기
관이 그 벌칙성 금리를 예금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금융기
관이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길 경우 예금자는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를 회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고액권을 없애서 국민들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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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새 고액권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 인플
레이션 누적으로 기존 고액권의 실질 구매력이 국민들의 화폐 사용 시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낮아질 경우 중앙은행으로서는 새 고액권을 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고액권 발행 사례
나라

권종

발행

멕시코

1000페소

2004년

터키

200리라

2009년

아이슬란드

10000크로나

2013년

우리나라도 50000원권 발행 이후 화폐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상당
부분이 지하경제로 유입되고 있어 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50000원권은
그간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세 등에 비추어 그 발행 시기가 매우
늦었던 데다 그 구매력도 실제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거액 인출 정보의 정부 통보 등 현금거래의 투명성도 제도적으
로 뒷받침되어 있어 지하경제와의 관계를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이
미 50000원권은 2017년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의 80%를 상회하는 중
심 권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50000원권을 폐지할 경우 오히
려 국민들의 현금사용 편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혹자는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고액권을 폐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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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나 이는 비현금지급수단의 다양화 속에서 이용자인 국민들
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할 문제이며 중앙은행이 사전
에 정책목표로 이를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63), 현금이 재난
등 위기 시에는 안전하게 결제를 완료하고 가치를 안정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발권당국은 사회의 요구
에 부응하여 차질 없이 현금을 공급할 책무가 있다. 나아가 금융인프
라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결제수단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
금은 상시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이기도 하다.

3. 저액면 은행권 발행상황

1000원권 발행잔액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거래 규모에 맞게 안정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권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즉, 1000원권 발행잔액은 2009년말 1.2조원에서 2019년말 1.6
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1000원권이 전체 화폐발행잔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말 3.2%에서 2019년말에는 1.3%로 하
락하였다. 이와 같은 1000원권의 발행잔액 비중 하락은 1000원권이

63) 최근에도 주요국의 화폐발행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주요국의 화폐수요 증가율이 전년대비
200% 이상 공통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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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거래상에 사용됨에도 가치저장의 수단이나 재화, 용역의
가액지급보다는 거스름돈 용도로 사용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1000원권 발행 추이
(조원)

(%)

2.0

8.0

1000원권 발행잔액(좌축)
비중(우축)

1.5

6.0

1.0

4.0

0.5

2.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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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액면권인 1000원권의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 영국, 스
웨덴 등에 비해서는 낮으나 호주, 스위스, EU, 미국 등 보다는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저액면권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은행권
권종 수가 작을수록, 최저액면의 가치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64)

64) 주요국 중 최저액권의 잔액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2019년말 3.8%)의 경우 권종 수가 주요국 중 가장 적고 최
저액면의 가치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최저액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 최저액면의 가치가 상대
적으로 낮은 데다 권종 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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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액권 비중과 은행권 권종 수
(%)

최저액권 구매력 비교
(개)

5

최저액권 비중(좌축)

(미달러)

10

권종 수(우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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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
7
6

3

1.8
4

4

0.8

0.7

2
0

한국

호주

3.50

4

1.3

0

주 : 2019년말 기준

5.60

4
1.3

스웨덴

6.56
6

1

영국

9.19

6

4

0.9

일본

10
8

6

5

2.3
2

6

8

스위스

EU

미국

2.14

2

0.86

1.00

0
일본

영국

스웨덴

한국

호주

스위스

EU

미국

주 : 2019년말 대미달러화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편 1000원권이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
지만, 장수 기준 발행잔액을 보면 1000원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고 할 수 있다. 1000원권 발행장수는 2009년말 12억장에서 2019년
말 16.2억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이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1000원권은 거래적
동기65)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들의 화폐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65) 개인들은 1만원 이하 물품·서비스 구매 시 주로 현금을 이용(현금비중 7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지
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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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발행장수
(권종별 장수)

(권종별 비중)

(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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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화의 실질가치 하락에 따른 잔돈 대체수요 확대도 1000원
권의 수요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00원권의 수급회전율66)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결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67)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은행은 예금 금
융기관과 협력하여 1000원권의 환수를 촉진하는 한편 신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1000원권의 유통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66) 수급회전율은 연중 발행액과 연중 환수액을 합한 금액을 연평균 발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한국은행 창구
에서 시중으로 나간 은행권이 연간 몇 회나 회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67)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이 환수되어야 사용에 부적합한 은행권을 적출하여 유통 은행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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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권종별 수급회전율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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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연중 은행권 발행액 및 환수액 합계/은행권 발행잔액(평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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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화폐의 유통

1. 화폐유통채널

화폐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인체의 혈액에 비유된
다. 혈액이 인체 내에서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관으
로 구성되는 심혈관계통이 건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가 경
제 내에서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현금취급
회사로 구성되는 화폐유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민간의 화
폐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폐공사에 화폐의 제조를 주문 납품받아 금융
기관 등에 화폐를 공급하고 유통화폐의 청결도 유지는 물론 위조지폐
의 유통 방지에 노력하면서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와 화폐의 신뢰를 확
보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여 시중에 공급
하고,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한국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한국은행과 기
업·일반인 등을 연결해 주는 유통경로가 된다. 현금취급회사는 화폐
의 수송 및 정사, CD/ATM 관리 등 화폐유통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처
리하고 있으며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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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화폐 유통채널
ATM
한국은행

금융기관
창구
ATM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계와 기업
창구

최근 들어 화폐유통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금
융기관은 화폐 입출금을 직원이 상주하는 창구보다는 자동화기기인
CD/ATM68)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현금결제
비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력과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점포
를 운영하여 화폐취급업무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금취급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유인도
있지만, 이제까지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의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여 관련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징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화폐취급업무를 수익성이 낮으나 리스크가 큰 분야
로 보고 자동화기기 의존을 높이는 한편 업무의 외부위탁 비중도 확대
하고 있다.

68)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이며,
CD(Cash Dispenser)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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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직접 운영 중인 CD/ATM 대수는 2002년말 61,377대에
서 2013년말 86,810대로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
년말에는 73,915대를 보이고 있다.
CD/ATM 대수 추이1)2)
(천대)

■ 금융기관

■ 기기운영자

140
120
100
80

66

60

5

40
61

74

72

7

8

68

64

83

86

11

14

72

73

110

119

◯ 합계

123

94

98

102

28

36

17

22

34

19

77

79

80

82

84

86

124

121

121

120

121

37

36

39

41

45

87

85

83

80

77

120

46

73

2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 : 1) 국내은행, 외은지점, 우체국금융, 저축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기준
2)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금융기관 점포 이외의 공공기관에 설치한 기기 수
자료 : 「201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한국은행, 2019.9월)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현금취급업무의 취급을 축소하거나 외부위탁
을 추진하면서 현금취급회사(CIT: Cash In Transit)의 역할이 확대되
고 있다.

현금취급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화폐취급업무의
확대 외에도 자체적으로 CD/ATM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대형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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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통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즉 현금취급회사는
2019년중 금융기관 현금수송의 87% 가량을 대행하였으며 대형 은행
을 비롯한 8개의 은행으로부터 화폐정사업무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설치한 CD/ATM의 22% 정도를 위탁받아 관리
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금취급회사가 운영하는
CD/ATM의 대수는 2002년말 4,682대에서 2018년말 45,984대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또한, 비중에 있어서도 2018년말 우리나라의 CD/
ATM 총 대수가 119,899대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38.3%를 차지한다.

화폐유통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
나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현금취급회사와 국민들 간에
재유통되는 화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에 환수되어 정사 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화폐발행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에는 화폐발행액이 화폐발행잔액의 94.5%에 달했으나
이후 동 비율이 꾸준히 낮아져 2019년 28.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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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발행잔액 및 화폐발행액
화폐발행액(좌축)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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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폐유통과정에서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재유통되는 화
폐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중앙은행의 위폐 및 손상권 적출이 제약되
므로 금융기관과 현금취급회사 등의 화폐 검사능력이 중요해진다. 3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국, 유로 18개국 및 이스라엘 등에서
는 은행권 재유통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은행권 재유통과정에서 위폐유통방지 및 청결
도 유지 등을 위해 현금취급기기(CD/ATM, 지폐계수기 등) 제조사들
이 자발적으로 연 1회 영국 중앙은행의 테스트를 받고 영국 중앙은행
은 금융기관들이 이들 검증된 현금취급기기만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
(Voluntary Testing Framework)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거래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화폐유통의 대부
분이 민간 현금취급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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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기기 등이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 등에서 그 은행
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현
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민간중심의 화폐유
통채널을 다시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유통채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2. 금융자동화기기(CD·ATM)

우리나라처럼 도시 곳곳에서 ATM(이하 CD 포함)을 찾기 쉬운 나
라도 많지 않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편의점 등에 ATM이 설
치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이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TM 시장이 매우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ATM 설치 대수(BIS CPMI 통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말
인구 천명당 2.3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1.9대, 러시아 1.3대, 일본 1.1대 순이다.69)

69) 전체 ATM 수는 국가별 경제규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ATM에 대한 접근성 정도는 인구당 ATM 설치 대수
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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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1,000명당 ATM 설치 대수1)
(대)

3.0
2.3

2.5
1.9

2.0
1.3

1.5
1.0
0.5

0.8

0.8

중국

브라질

1.0

1.0

영국

독일

1.1

0.2

0.0
인도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한국

주 : 1) 2018년 기준
자료 : BIS CPMI

설치된 ATM의 절대 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일본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규모다.70) 우리나라 ATM
설치 대수는 금융 공동망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효율성 개선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
이면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회원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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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ATM 설치 규모1)
(단위: 만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일본

한국

111.1

22.2

19.6

17.6

13.6

12.0

주 : 1) 2018년 기준
자료 : BIS CPMI

한국은행의 발권정책 측면에서 보면 ATM은 중요한 금융서비스 채
널뿐 아니라 주요 화폐유통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한
국은행이 실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금융
기관 창구(월평균 0.3회, 13만원)보다는 주로 ATM(월평균 2.8회, 74
만원)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비현금 지급
결제수단의 등장으로 현금사용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계의 월평
균 현금인출금액은 2015년 99만원에서 2018년 87만원으로 감소하였
으나, ATM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79.2% → 85.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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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경로별 월평균 현금인출액
(만원)

인출경로별 월평균 현금인출 횟수
(%)

150

(회)

(%)

100 8
ATM(좌축)
ATM 비중(우축)

금융기관창구(좌축)

100
ATM(좌축)
ATM 비중(우축)

금융기관창구(좌축)

6
100
21
13

80

4

0.4

2

3.8

80
0.3

50
78
74
0

2.8
60

2015

2018

0

60
2015

2018

자료 :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2019.4)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용 건수 하락 등으로
ATM의 운영수익률이 감소하자 금융기관이 ATM 운영규모를 축소하
면서 2019년 전체 ATM 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12.0만대→
11.9만대)

한편 ATM은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현금유통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 관련 정책 시행
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위조방지장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안을 적용한 은행권을 도
입하고자 할 때 기존 은행권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ATM의 화폐인식
센서와 프로그램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ATM의 높은 보급률을 감
안하면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은 매우 큰 개체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최근 ATM의 운용상 편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ATM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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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용은 금융기관의 ATM 감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ATM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정보는 화폐 관련 정책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한국은행은 ATM 이용행태, 운영규
모 등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 은행권의 유통수명

은행권은 주로 면섬유(cotton substrate)로 만들기 때문에 유통 시
간이 길어질수록 닳거나 더러워지면서 사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은행권은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어 폐기된다.71) 은행권이 중앙
은행에서 처음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
울 정도로 손상되어 중앙은행이 폐기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은행권
유통수명(lifespan of banknote)이라고 한다.
화폐수급 통계를 이용하여 유통수명을 간접적으로 간략히 계산72)
할 수 있지만, 유통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면 시중에서 폐기 직전
에 있는 손상 은행권을 표본 추출하여 발행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

71) 은행권과 달리 금속이 소재가 되는 주화는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수명이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다.
72) 예를 들어 시중 유통 은행권 수가 15억장인데 특정 연도 발행량이 3억장이면 평균적으로 5년마다 폐기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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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산하여야 한다. 2019년에 측정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대략 1000원권 53개월, 5000원권 49개월, 10000원권 127개월, 50000
원권 162개월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은 2011년(1000원권 38개월, 5000원권 40개월)보다 더 길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통수명은 용지 재질, 사용습관, 사용빈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용지의 물리적 강도가 향상되거나, 은행권 사용습관이 개
선되거나, 지급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질수록 유통수명은 길어진다.

은행권의 유통수명이 길어지면 폐기되는 은행권의 양이 줄어 그만
큼 은행권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화폐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
국은행이 2019년 중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폐기한 은행권은 모두 6
억 1천만장에 달하며73) 전체 화폐 제조비의 50% 이상이 폐기은행권을
대체하는데 소요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조폐기관은
유통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은행권 재질을 면에서 폴리머(polymer
substrate) 74)로 바꾸거나 은행권 표면에 미세 코팅기술(varnishing
coating)을 적용하여 내마모성을 강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은행권

73) 이를 낱장으로 쌓으면 높이가 65.2㎞로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7배를 넘는다.
74)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 소재로 만든 은행권은 강력한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할 수 있고 유통수명이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 세계 주요국이 점차 채택을 늘리고 있으나, 제조단가가 높고 독점적 공급에 따른 위험과
함께 잘 접히지 않는 불편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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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거나 쉽게 마모되지 않는 인쇄용 잉크를 개발하
는 등 은행권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
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최저액
면과 중간액면 모두 긴 편이다. 최저액면(1000원권, 53개월)은 미국
(70개월), 호주(폴리머 재질, 68개월) 다음으로 길고, 중간액면(10000
원권, 127개월)도 호주(134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75) 국가별로
은행권 재질이 다르고 사용 빈도도 비현금 결제수단의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권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국민들
이 화폐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은행도 ‘돈 깨끗이 쓰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습
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75) 거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중·저액면에 비해 고액면 은행권은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유통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고액면 은행권의 유통수명이 가지는 의미나 국가 간
비교의 실익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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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은행권의 유통수명
(개월)

최저액면
국가(액면)
미국

중간액면
유통수명

(1달러)

70

유로존 (5유로)

18

국가(액면)
미국

최고액면
유통수명

(20달러)

95

유로존 (50유로)

50

국가(액면)
미국

유통수명

(100달러)

180

유로존 (500유로)

235

영국

(5파운드)

23

영국

(20파운드)

113

영국

(50파운드)

492

호주

(5달러)

68

호주

(20달러)

134

호주

(100달러)

330

일본

(천엔)

일본

(5천엔)

일본

(만엔)

18

18

스위스 (10프랑)

46

스위스 (50프랑)

41

스위스 (200프랑)

멕시코 (20페소)

44

멕시코 (200페소)

49

멕시코 (천페소)

한국

(천원)

53

한국

(만원)

127

한국

(5만원)

54
93
103
162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4. 화폐의 소멸

화폐는 어떻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일까?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
는 개인과 사업자, 기업 등 고객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면 금융
기관은 현금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게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를 화폐의 환수라 부른다. 화폐의 환수가 이루어지면 화폐 입장에서
는 다시 발행되거나 손상권으로 판정되어 폐기되는 운명의 기로에 서
게된다.76)

76) 또한, 환수된 금액만큼 화폐발행잔액이 줄고 금융기관의 지준예치금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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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환수 절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현
금을 입금할 때에는 사전에 입금예정액, 화폐의 권종을 통보하고 화폐
를 손상권과 사용권, 극손상권으로 분류하여 입금하게 된다. 여기서
극손상권이란 자동화 기기로 분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
되어 수작업 처리를 요하는 화폐로 테이프로 덧붙인 돈, 세탁으로 심
하게 훼손된 돈 등을 일컫는다. 입금 시에는 거래 단위도 정해져 있는
데 은행권은 큰 묶음(1,000장), 주화는 큰 자루(액면에 따라 2,000~
5,000장)가 기본이 된다. 그 외에 은행권 작은 묶음, 큰 묶음의 결속방
법, 입금기관, 처리일자 등 표기방법, 주화의 포장방법, 입금기관, 처
리일자 등 표기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화폐가 환수되면 한국은행은 포장상태 확인, 장수와 금액 확인, 위
변조화폐의 적출, 전액·반액·무효 판정, 사용화폐와 손상화폐의 분류
등으로 재발행에 적합한 깨끗한 화폐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화폐정사(貨幣整査)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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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 분류기준
- 은행권 조각을 모아 붙인 것
파손

-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것
- 은행권 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것

오염

-악
 취를 풍기는 등 오염된 것
-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것

은행권

-변
 색 또는 탈색된 것
변형
- 축소되거나 확대된 것
- 발행이 중지된 것
기타

- 심하게 접히거나 구겨져 통용에 부적합한 것 등
- 환수된 기념은행권

- 규격 또는 모양이 변형된 것
-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심하게 긁힌 것
주

화

- 환수된 기념주화
- 발행이 중지된 것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것

화폐정사는 이상의 손상화폐 분류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전
문인력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수정사와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여 고
속으로 수행하는 자동정사로 나누어진다. 자동정사기에 의해 분류되
는 폐기 화폐의 오염도 판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기별, 권종별 기
준(soil level)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화폐는 자동으로
세단 및 폐기된다. 자동정사기가 위폐로 의심되는 화폐를 탐지하면
별도로 분류하여 전문인력의 판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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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한국은행에 의해 폐기되는데 화
폐의 진위판정 및 분류와 같은 일반적인 화폐정사 업무는 금융기관과
현금취급회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지만, 화폐의 폐기는 한국은행만이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 등 국내 7곳
의 화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은행권 15.9억장, 주화
1,700만장을 정사하였는데 그 결과 폐기된 은행권이 무게로 555톤에
달하였다. 폐기된 화폐는 조각난 세편으로 반출되며, 소각업체에서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거쳐 자동차 등의 흡음재, 각종 충전재료로 재탄
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화폐정사를 거쳐 수명을 다하는 화폐가 있는가
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실되어 자연 소멸되는 화폐도 있는데 주로 주화
가 이에 해당한다. 2019년말 현재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발행되어 유
통중인 주화는 장수 기준으로는 237억장에 달한다.77) 이는 은행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화폐발행잔량의 81%에 해당하는 양이며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458장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주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

77) 기념주화 제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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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모습은 아니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1
인당 주화 발행잔량은 대부분 200장 이상으로 많은 편이며, 일본처럼
많게는 691장에 달하는 사례도 있고 현금사용이 적은 국가로 손꼽히
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1인당 180장 가량이나 된다.
주요국 1인당 주화발행잔량1)

주화 액면별 발행잔액 및 잔량 비중1)2)
■ 1원화
■ 50원화

■ 5원화
■ 100원화

■ 10원화
■ 50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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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념주화 제외
2) 2019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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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국 2019년말, 유로화 통용지역 및 여타 국가는 2016년말
자료: CPMI, 각국 중앙은행

이 많은 주화는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소득 수준이 높고 물가가
높아진 현재로서는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도 이를 지나치는 경
우가 많을 것이다. 주화는 액면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무거워 국민 중
상당수는 주화를 소지하지 않고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보관하여 주화
가 장기 퇴장되기도 하고, 잃어버려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시중에
발행된 주화 중 상당량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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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1, 5원화 발행잔량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화발행액 중 장기간 환수되지 않고 있는
유실분의 비율을 소멸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화의 소멸률은 비
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주화 소멸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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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화

12
9
주화전체

6

5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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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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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율을 감안한 유실 주화를 제외하면 1인당 실제 주화 보유량은
230장 가량으로 은행권과의 격차도 크게 축소된다.

이렇게 주화는 소재 특성상 영구히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
수율도 높지 않아 집 안 등에서 방치된 채 유통되지 않고 사라지는 양

78)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간 주화의 환수율을 살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원화의 경우 환수율이
25.5%로 100장을 발행하면 겨우 26장만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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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액면가치가 낮은 주화 특성상 이러한 현상을 막기는 어렵지
만 매년 수백억원 가량의 화폐제조비가 주화 제조에 사용되는 만큼 국
민들이 보유 주화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회 전체적으
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현금사용행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현금 취득, 보유, 지출 등의 실태를 파악하
는 것은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이 정책을 수립하고 화폐수급을 전망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조사」를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
는데 그간 화폐수급업무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화폐유
통에 관련된 간접적인 정보 외에 현금이 유통되는 과정을 사용자를 통
해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현금
사용행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가계의 거래용 현금 보유규모는 평균
78,000원으로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소득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비용 현금에 있어서는 전체 가구 중 23.3%가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규모는 543,000원이다. 예비용 현금은 고
령층, 자영업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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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의 보유실태에 있어서는 거래용 현금의 경우 50000원권
(43.5%)과 10000원권(45.5%)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예비용 현
금은 50000원권(79.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로 살펴보면 현금 보유·취득·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령층의 현금선
호 경향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경우
75.8%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
금보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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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현금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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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한국은행, 2019.4월)

가계보유 현금은 일반 물품·서비스 구매 목적 이외에도 경조금, 용
돈 등 개인 간 거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계의 현금지출의 37.6%는 개인 간 거래 용도(사적이전 지출
14.8%, 경조금 14.4%, 종교 기부금 및 친목회비 8.5% 등)로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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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 취득 및 지출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의 현금사용 비중이 높았
고 기업의 경우 음식·숙박업종의 현금사용 비중이 높았다.

금융기관 입출금에 있어서 자영업자와 음식·숙박업체는 인출뿐 아
니라 입금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경제주체들은 주로 입금
보다는 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00원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 및 기업 모두 50000
원권의 편의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50000원권은 예비적 용도
뿐 아니라 거래적 용도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거래용으로 보
유하는 현금에서 50000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10000원권은
45.5%)였으며 가계·기업 모두 50000원권을 일상적인 물품·서비스 구
매 및 운영자금 지출 등 거래적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계의 용도별 현금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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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한국은행, 20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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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경제주체의 현금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참고
하여 시중의 화폐수요를 점검하고 적기에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50000원권이 예비적 목적에 더해 거래적 목적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중에 적절한 양의 50000원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신권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나
타난 고령층의 높은 현금 선호 성향,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예비용 현
금 수요 확대 경향 등을 감안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금
사용행태 변화가 화폐의 유통수명, 청결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분석하여 발권정책 운용에 고려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현금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권정책에 참고하고 있다. 2017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사 결과
를 보면 유로화 통용지역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65유로를 보유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현금 보유금액이 늘
어났다. 응답자의 24%가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
데 그 금액은 대부분 1000유로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권(200
유로 및 500유로)의 경우 응답자의 19%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 응답자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40%)하거나 개인 간 거래(12%)를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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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통용지역의 현금 이용행태 조사 결과
(연령대별 현금보유액)

(금액대별 예비용 현금 비중)

(유로)

(%)

100

30
84
76

80
65

66

60

25

23

22
19

20

51

15
15

41

40

12
10

10
20

5

0

0
평균

18~24세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
이상

100
미만

100~
250

251~
500

501~
1000

1000
초과

무응답 ( )

자료: 「The use of cash by households in the euro area」(ECB, 20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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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화폐 관련 법제

1. 화폐발행 관련 법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의 발행이란 발권기관이 공식 창구를 통
해 화폐를 공급하는 행위로서 화폐를 탄생시키는 행위이다. 화폐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에 있어서도 화폐의 통용범위, 무제한성 유무 등에
는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에서 주화를 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대에는 자유은행주의에 의해 상업은
행들이 자유로이 은행권을 발행하였으며 화폐발행의 남발로 폐해가
확산되자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발권당국이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
행하는 형태로 변모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은 오늘날까지 각국
의 화폐발행 법제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화폐 공급의 역사가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왕성하게 이
어져 온 국가들은 주화의 발행을 국가에 맡겨둔 채 은행권 발행 권한
만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영국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79) 또 군주국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주
79) 중앙은행의 진화가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의 경우에는 화폐발행 권한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흔적을 더 많
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합왕국의 특성상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발권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영국 중앙
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영국 전 지역에서 통용되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RBS 등이 발행한 별도의 은행권이
유통될 수 있고,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3개 민간은행이 화폐로서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별도의 디자인을 가
진 은행권을 각기 발행하였던 사례 등은 역사의 산물로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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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발행은 왕실에서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화폐제도를 정비한 국가는 주화와 은행권 발행권한을 모두 새
로 만든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0)

우리나라는 화폐의 발행기관, 화폐단위, 액면 등 화폐제도 관련 기
본사항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화폐 관련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은행법」은 우리나라 화폐(은행권 및 주화) 발
행권한을 한국은행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47조, 53조) 이에
따라 한국은행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화폐는 통화, 화폐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화폐’ 라고 홍보하며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중앙은행의 발권
력에 기초한 법화가 아니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
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 상품권에 해당한다.81)

또한, 한국은행법에는 화폐단위도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
폐단위는 ‘원’이고 보조 화폐단위는 ‘전’이며 1원은 100전으로 분할된
다.82)

80) 다
 만 권한은 중앙은행에 주더라도 근거법을 중앙은행법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화폐법을 제정한 경우도 있다.
8 1 ) 한국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이러한 유가증권의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식 명칭을 ‘ㅇㅇ지역상품권’으로 표기하고 있다.
82) ‘원’은 1962년에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화폐제도의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한은법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47조의2)

123

NO , 화폐문맹!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에는 도안과 권종의 결정이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화폐의 규격·모양과 액면 등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83)

외국의 화폐발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우선 발행 주체에 있어 중
국, 필리핀, 헝가리 등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중앙은
행을 설립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권과 주화 모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
권을, 정부가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화폐단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법에 화폐단위를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은 별도의 법률에서
화폐단위를 규정하고 있다.84) 화폐액면은 중앙은행이 독자적(노르웨
이, 뉴질랜드)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정부가 결정(일본, 캐나다)하거나
입법부가 법률에 명시(미국, 스웨덴)하는 경우가 있다.

83)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28조, 49조, 53조), 이는
한 나라의 화폐가 가지는 일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배려한 것이다.
84) 미국(「USC 제31편 통화 및 금융」), 영국(「통화법」), 유럽연합(「유로화 도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 일본(「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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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상 화폐 관련 주요 조문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
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
야 한다.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화성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 제48조(은행권) 및 제53조(주화)에 따
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는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여기서 무제한 통용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통용이
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주화를 일
정 수량 또는 금액까지만 통용되도록 하여 법화성을 제한하고 있다.

주화의 법화성이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일정한도 이상의 주
화는 수취를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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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도를 넘는 주화도 수취할 수 있는데 이는 주화에 대한 법화성 제
한이 화폐로서의 본래 성격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화의 법화성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먼
저 주화의 법화성을 제한하면 과다한 양의 주화를 거래에 사용함에 따
라 거래상대방이 겪게 되는 계산, 보관 및 운반상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더해 주화의 무제한 법화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화를 서둘러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화 퇴장 현상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보듯
주화의 무제한 법화성이 악용된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비현금
결제수단의 이용 확대에 따라 주화 사용도 감소하고 있어 주화의 무제
한 법화성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지급결제 관행에 따라 주화의 법화성
제한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로화 통용지역에서는 단일거래에서
50개를 초과하는 주화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주화의
액면별로 20개까지만 법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액면별로 법화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각각 다르다. 반면
미국, 중국 등에서는 주화가 무제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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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화의 법화성 현황
구분

국가

무제한 법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전체
수량제한
액면별
수량제한
제
한
법
화

액면별
금액제한

지급총액 제한

주화의 법화성 인정한도
법화성 제한 없음

유로화 통용지역

단일거래에 50개 이하

브라질

단일거래에 100개 이하

일 본

액면별로 20개 이하

멕시코

액면별로 100개 이하

영 국

1파운드 이상: 무제한, 20·50펜스: 10파운드 이하, 5·10펜스: 5파
운드 이하, 1·2펜스: 20펜스 이하

캐나다

10달러 초과: 해당 주화 1장, 2달러∼10달러: 40달러 이하, 1달러:
25달러 이하, 10센트∼1달러 미만: 10달러 이하, 5센트: 5달러 이
하, 1센트: 25센트 이하

호 주

10달러: 100달러 이하, 50센트 초과 10달러 미만: 액면의 10배 이
하, 5·10·20·50센트: 5달러 이하, 1·2센트: 20센트 이하

사우디아라비아

총액 10리얄 이하

무제한 법화성은 국민들의 화폐이용에서 화폐에 대한 공고한 신뢰
와 더불어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화폐의 수급
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이나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점 등의 입장
에서는 화폐취급비용이 늘어나거나 업태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지급
수단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지급결제수
단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잘 혼합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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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화의 법화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행을 거
쳐 발행된 주화는 법화(legal tender)85)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화의 법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법화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화로
지급하는 것이 거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백만원의 대금을 10원
화로 지급하고자 할 때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주화 수납을 거절하여 한국은행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
도 있다.

이처럼 법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 주화의 법화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주화취급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거액의 대금을 주화로 받는 경우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화
의 수를 세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무게 때문에 운반이나 휴대
도 어렵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화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
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관비용도 발생한다. 주화를 한국은행에
수납하기 위한 운송비용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주화를
수납할 경우에 기대되는 이득은 고객과의 신뢰 유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85)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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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주화의 법화성이 현실에서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화수납에 수반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결정
하는 한편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86)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주화훼손 처벌

주화 테두리(edge)에 톱니무늬(mill)87)

테두리가 깎인 로마 시대 은화

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 금은과
같은 귀금속 주화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칼이나 줄(file)로 그 테두리를 조금씩 깎
아 모아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주화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가 많았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화 테두리를 다양
한 모양이나 문자 등으로 장식하기 시작
하면서 주화 테두리에 톱니무늬가 생기
게 된 것이다.

86) 2001년 한빛은행(2002년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이 주화교환 수수료 징구를 추진하였다가 이에 대한 부정
적 여론 때문에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87) 주화의 깔쭉깔쭉한 테두리(reed edges)를 미국에서는 ‘ridged’ 또는 ‘grooved’로, 영국에서는 ‘milled’라고 부
르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톱니무늬(鋸齒文)’라고 부른다. 호주 조폐창인 The Perth Mint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아이작 뉴턴(1643〜1727)은 1696년 영국 조폐창(The Royal Mint)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만
연하던 주화의 위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해 1698년에 이러한 톱니무늬를 처음 고안하였다고 한다.(http://blog.
perthmin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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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테두리에 무늬를 새기는 기술이 축적되면서 단순한 세로 줄무
늬에서 점차 복잡한 모양의 무늬를 다양하게 새기게 되었으며 현재는
매우 작은 문자까지도 새기게 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주화 테두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in_edge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00원화, 100원화, 50원화에는 톱니무늬가 있
으며, 2006년 발행된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에는 한글 자모음
이 새겨져 있다.
2006년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테두리

오늘날에는 주화의 소재가치가 낮아 테두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지만, 목걸이, 반지 등 기념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130

제2편 돌고 도는 화폐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리
가격이 상승하자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으로 제조된 옛 10원
화를 대량으로 녹여 구리 덩어리를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6년에 구리88)의 함유량을 크게 줄인 새로
운 10원화를 발행하였다. 입법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한
국은행법89)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화훼손에 대한 해외의 처벌규정 및 처벌의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경우가 많다. 주화 훼손에 대한 처벌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
터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과거 사례로 영국을 들 수가 있다. 영국 의
회가 1415년 제정한 Treason Act 1415에서는 주화의 테두리를 깎아
이득을 취하는 행위(clipping)를 중대 반역죄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
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90)

88) 한
 국은행은 무게를 4.06g에서 1.22g으로 줄이고 구리의 비율을 65%에서 48%로 낮춘 10원화를 2006년 12
월 18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89) 제
 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90)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Treason_Act_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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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훼손에 대한 주요국의 형사처벌 사례
국가명

법률명

규 정 내 용

법전 제18편 범죄
및 소송절차

주화의 훼손 등 :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 (제331조)

화폐법

주화의 용해, 분쇄, 타용도 사용 : 250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 (제11조)

형법

금·은화의 훼손, 훼손 금·은화의 유통 : 14년 이하의 징역형 (제451조, 제455
조), 현용주화의 훼손 : 즉결재판으로 처벌 (제456조)

영 국

주조화폐법

허가 없이 주화를 임의 용해 또는 분쇄 : 즉결재판으로 400파운드 이하의 벌
금형으로 처벌하거나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를
병과 (제10조)

일 본

주화손상 등 단속법 주화의 손상, 용해 :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호 주

통화 관련 형법

재무장관의 서면동의 없이 통용화폐를 고의적으로 훼손 : 자연인은 2년 이하
의 징역형 또는 5천달러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법인은 1만달러를 부과
(제16조)

화폐법

화폐의 훼손 또는 파기 : 2천달러 이하의 벌금 (제30조)

개정형법

주화의 훼손 : 단기 교정형 및 2천 페소 이하의 벌금 (제164조)

미 국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4. 화폐도안 이용기준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하지만, 화폐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
어 화폐도안의 이용 또한 국민들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행
위의 일환으로 화폐도안(인물, 보조소재 등)을 무분별하게 복제하여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화폐도안 운용기
준」을 통하여 국민들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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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없이 화폐도
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개선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
안 이용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동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는 미리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
펴보자.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이
용할 수 없으므로 한 때 널리 제작 유통되었던 행운의 황금지폐와 같
은 화폐모조품은 여전히 고발 대상이 된다. 또한, 화폐도안 초상을 웃
는 모습 등으로 희화화하고 액면숫자를 다른 액면으로 변경하거나 화
폐 도안을 사용한 내의 및 의류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
되지 않는다. 한편 영화 방송용 소품으로 화폐가 필요하면 한국은행
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제작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드라마 소품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위조지폐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
통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폐모조품은 반드시 한국은
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한국은행 직원 입회하에 폐기처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화폐모조
품, 인쇄삽화, 전자적 삽화 등에 대하여 이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이
에 해당된다.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교육, 연
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화폐모조품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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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쇄삽화는 서적, 신문, 잡지, 광고 등에서
내용 또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그려 넣는 그림을 의미한
다. 삽화는 반드시 단면이며 은행권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
하를 유지하며,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
는 ‘보기’를 화폐도안 초상부분 외의 부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도
안 일부의 삽화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전자적 삽화는
인쇄삽화의 의미와 동일하나 사용 매체가 전자적인 자료를 지칭하고
복제물 원본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여야 하며 인쇄삽화와 마찬가지로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를 화폐
도안 초상 외의 부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폐모조품의 이용기준

50%로 축소된 이미지

200%로 확대된 이미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 화폐의 도안 이용기준을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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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삽화 이용자들을 위해 권종별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제공되는 이미지 자료에는 위조지폐로 복제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SPECIMEN’을 반드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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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념 소장용 화폐 시장

1. 기념주화

기념주화는 화폐 본연의 교환 및 가치척도의 기능보다는 널리 업적
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주화이다. 기념주화도 일반
주화와 마찬가지로 법화이므로 화폐발행 절차를 따르며 화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기념주화는 1971년 최초의 기념주화인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 기념주화가 발행된 이래 2020년 9월까지 총 60회 183종의
기념주화가 약 3,133만장 발행되었다. 한편 기념은행권 발행도 이루
어졌는데 201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230만장이 발행되었다.

그동안 기념주화 발행은 발행량 결정 방식, 발행시기의 정례화
등 발행 제도의 주요 변환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하여 왔다. 시기별
로 보면, ① 1993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당시 명
칭)가 사전에 확정한 발행량을 전량 제조하여 발행하는 고정발행량
방식의 발행시기로 대부분 1백만장 이상 대규모로 발행되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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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2년은 최대 발행량 방식에 따라 기념주화를 발행한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대국민 사전 예약을 받
아 발행량을 결정하였다. ③ 2005년 이후에는 발행주기와 발행량이
불규칙하던 기념주화를 최소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최대 발행
량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2007년부터 특정 사건을 기념
하던 방식 외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국립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
하는 기획성 기념주화도 발행하면서 기념주화 발행 활성화에 적극 노
력하였다.
연도별 기념주화 발행 추이
(회, 종)

35

발행량(우축)

발행횟수(좌축)

화종수(좌축)

(만장)

900

고정발행량 방식

800

30
25

최대발행량 방식

700
600

20
기념주화 발행 정례화

500
400

15

300

10

200

5

100

0

0
71 75 78 81 82 83 84 86 87 89 95 98 00 01 0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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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념주화 유통시장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공식
판매대행기관을 통하여 국민에게 판매되는 1차 발행시장91)과, 이후
화폐 전문 판매업체나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매매되는 2차 유통시장
92)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기념주화 유통시장은 그 역사가 길지 않

은 가운데,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초창기(1970~80년대)에 기
념주화가 과다하게 발행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까지도 이어
져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주화의 유통가격은 발행 당시의 공급(발행량), 수
요(예약접수 결과), 발행 이후의 거래량과 희소성, 수집가의 선호도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기념주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
여 당해 기념주화의 발행량이 많을 경우 가치가 낮아지며 발행량이 적
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거나 특수한 제조
기법이 적용될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기별 발행
환경이나 수집가의 선호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다. 한편 소
재에 따라 금화의 경우 금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상대적으로 소
재가치가 높지 않은 은화나 황동화의 경우에는 소재의 시세 변동이 유

91) 기념주화 발행시장 구조
구 분

발행

인수

판매

예약접수 여부

일반 발행

한국은행

조폐공사

조폐공사

○

프리미엄 발행

한국은행

조직위원회

전문 판매대행사

○

92) 기념주화, 현용화폐, 고화폐, 외국 화폐 등 다양한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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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다만 기념주화는 일반 화폐와
비교해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소규모 물량으로도 가격 등락폭이 커
서 유통가격의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2012.4월 「한국은행법」 개정(제53조의393) 신설)을 계기로 기
념화폐 발행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2017.11월 발행된 우리
나라 최초의 기념은행권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은 액면
가에 민감한 젊은층의 기념화폐 수집 수요를 이끌며 기념화폐 수집 수
요의 저변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기념주화 발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하고 주제를 확장하여 기획성 기념주화를 꾸준히 발행하는 등 기념주
화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주화 다양
화, 발행량 관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기념주화에 대한 낮은 국민적 관심과 많지
않은 수집 인구 및 구입 연령의 고령화 등은 기념주화 활성화에 있어
한계가 되고 있다.

93)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
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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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주화의 구매실태

우리나라 기념주화의 예약접수량은 발행량과 기념사안에 대한 국
민적 관심도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데, 2010년 이후 기념주화 구입 예
약신청 물량과 신청자 수94)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장당 평균 신청물량은 2010년 5만장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
후 1.3~1.4만장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행사성 기념주화의 수요가 많
았던 2014년과 2015년을 제외95)하면 연도별 평균 장당 신청물량이 대
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도별 평균 신청자 수도
2010년 2만 7천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8천여명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기념주화 예약접수 추이
(만장)

(만명)

6

신청자수(우축)

4

예약접수량(좌축)

5
3
4
2

3
2

1
1
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4) 조직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 프리미엄 기념주화는 제외
95) 2014년 교황 방한 : 50000원 은화 11.2만장, 2015년 광복 70년 : 화종별 3.5~3.7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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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종별 기념주화 예약접수량을 살펴보면, 행사성 기념주화는 기념
사안과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예약접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
해 매년 정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기획성 기념주화는 발행주화당
1.3~1.4만장 정도의 예약접수에 그치고 있다.
2010년 이후 화종별 기념주화 예약접수량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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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한 기념주화 구입행태 설문조사96) 결과에 따르면, 기념
주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연령층은 50대가 가장 많고 40대가 그 뒤를
이으면서 이들 중장년층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념주
화의 구입 목적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장 목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선
물용, 시세 차익 목적은 소수였다. 또한, 구매패턴은 기념주화가 발행
될 때마다 구매한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기념주화 시장이
대체로 소수의 고정 수요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념주화 수요 연령층

기념주화 구입 목적

(%)

(%)

45

선물용, 5.3
시세 차익, 2.8

39 39

40

기타, 0.6

35
30
23 24

25

20

20

22

14

15

12

소장용, 91.2

10
5

4

4

0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6)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인터넷(농협, 우리은행 및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으로 구매 신청한 사람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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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용 화폐

소장용 화폐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행사 및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념화폐와 현용화폐를 소장 목적으로 별
도로 제작하여 발행하는 소장용 현용화폐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소장용 현용화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장용 화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관(2001년) 이후 화폐박물
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중 현용주화세트
는 인기가 높아 최근에는 발행 후 조기에 매진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에는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주화」 세트를 발행하
였는데 현용주화와 소재는 같지만, 고품위의 프루프급(BU: Brilliant
Uncirculated)97)으로 제조되었다. 동 주화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
응 속에 성황리에 발행되었으며, 현재 유통시장에서도 활발히 거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7) 수 집용 주화는 품위에 따라 프루프, BU, UNC 등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프루프보다 한 단계 낮은
BU(Brilliant Uncirculated) 주화는 고품위의 수집용 주화로서 대량 압인하는 일반주화와는 달리 하나의 소전에
여러번 압인하여 도안 자체의 양각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엄격한 표면처리 및 품질검사 과정
을 거쳐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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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주화세트
현용주화세트

한은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또한, 2장 또는 4장으로 연결된 연결형 은행권도 2001년 이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제조·발행되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등을 통해 판
매되고 있으며, 현용 1000원권을 재단하지 않은 전지형 은행권98)도
2005년에 7만 세트, 2015년에 10만 세트가 제조되었으며 한국은행 화
폐박물관에서 성황리에 판매된 바 있다.

98) 현용 1000원권의 경우 전지에 45장을 인쇄한 후 재단하여 낱장으로 발행되는데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전
지 상태의 은행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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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은행권
10000원권

전지형(1000원권)

소장용 현용화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자국
화폐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소장용 화
폐는 각국 중앙은행 및 조폐기관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 등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장용 화
폐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한다. 연결형 은행권은 보통 2장, 4장 등 연
결 형태로 제작하는데, 미국은 100달러 16매 연결형 은행권(판매가격
$1,800(액면가 $1,600))도 판매하는 등 고액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
결매수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용주화세트의 경우 조폐
기관에서 기념 메달 등과 함께 세트로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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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소장용 화폐(연결형 은행권, 현용주화세트)
미국-연결형 은행권

10달러 4매

50달러 8매

100달러 16매

현용주화세트

미국

캐나다

영국

4.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화폐 및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담은 각국 화폐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6월
12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화폐박물관(Bank of Korea Money
Museum)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법」에 따른 1종 전문박물관99)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 개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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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명칭인 「화폐금융박물관
(Bank of Korea Museum)」이
2012년에 화폐박물관 특성 및
운영 주체가 잘 드러나도록 현
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Bank of Korea Money Museum)

화폐박물관 건물은 구 한국
은행 본관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
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르네상스 양식 석조건축물로서 1981년 사
적 제280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 금융역사와 함께 해왔
는데 대한제국 시절인 1907년에 일본 제일은행이 사용할 목적으로 착
공되었고 1909년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인 구 한국은행을 설립하면서
행사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으로 구 한국은행이 조선
은행으로 개칭됨에 따라 1912년 완공된 이 건물은 일제강점하의 조선
은행 본점이 되었다. 광복 후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창립되자
신생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본점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1987년 12월
한국은행 본관이 신축되면서 화폐수급업무용 공간으로 이용되다가
2001년 화폐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99) 전시자료, 학예사, 시설규모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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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박물관은 개관 이후 꾸준하게 전시공간을 개편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화폐를 상설 전시하면서 소장 화폐와 미술품 기획전을 수시
로 개최하였다. 최근 2020년에는 「열차타고 떠나는 유라시아 화폐여
행」, 「묵향展」등의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
폐문화 강좌와 경제 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이 다양
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화폐박물관은
우리나라 및 세계 200여개국으로부터 입수한 은행권 5,000여점, 주화
15,000여점, 미술품 1,000여점을 보유 및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
은행권 발행 당시 최초 번호인 기번호 ‘AA0000000A’ 은행권이 권종
별 앞번호(1~100번) 은행권 작은묶음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대통령 서명 새 은행권 보기(specimen)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외에도 화폐박물관이 몇 곳 더 있다.
신한은행은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의 하나인 조흥은행을 합병하면서
구 조흥은행이 운영하던 한국금융사박물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조폐공사에 소재한 화폐박물관(대전)은 화폐 제조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148

제2편 돌고 도는 화폐

주요국 중앙은행도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의 경우 시카고·캔자스시티·클리블랜드·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FRB)
등도 화폐박물관(Money Museum)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세인트루
이스 FRB는 경제박물관(Economy Museum)을, 뉴욕 FRB는 박물관
겸 교육센터(Museum & Learning Center)를, 샌프란시스코 FRB는
화폐전시실(US Currency Gallery)을, 리치몬드 FRB는 사이버 화폐박
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란은행과 독일연방은행도 각각 본점과 인접
한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화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100), 일본은행
은 금융연구소가 화폐박물관(Currency Museum)을 운영하고 있다.
캔자스시티 연준 화폐박물관

영란은행 화폐박물관 내부

자료 : 각 화폐박물관 홈페이지

100) 영 란은행 화폐박물관의 명칭은 「Bank of England Museum」, 독일연방은행 화폐박물관의 명칭은
「Geldmuseum der Deutschen Bundesban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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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화폐위조에 대한 대응

1. 화폐위조의 역사

현대 화폐의 위조방지 기술은 정교한 화폐를 만들려는 중앙은행과
이를 위조하려는 화폐위조범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숙련된 인쇄기술과 비싼 설비가 있
어야만 위폐를 만들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
터, 복합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국
의 발권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위폐제작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폐방지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돈을 직접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위폐를 식별하여 그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폐의 위조란 법화가 아닌 것을 법화로
오인하도록 꾸민 행위이고 화폐의 변조는 법화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
으면서 금액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위폐취급 업무 수행
상의 관점에서는 위조와 변조를 구분하지 않고 위변조화폐로 함께 취
급한다. 화폐의 역사를 보면 금, 은, 구리 등 소재가치가 있는 물품이
화폐로 통용되다 18세기 들어 소재가치가 거의 없는 종이가 화폐의
소재로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금속화폐가 등장한 시기부터 화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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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행위가 있었지만 액면가치가 큰 지폐가 발행되면서 위변조가
더욱 확대되었다. 즉 지폐가 유통되면서 본격적인 화폐 위조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략 그 시기와 장소는 18세기의 프랑스로 알
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상평통보의 위조행위가 성행했다
고 하며101) 지폐에 있어서는 1945년 광복 직후 조선정판사(朝鮮精版
社)102) 직원 김창선이 조선공산당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불법 인쇄한 정판사사건이 있었다.103) 이외에도 당시 고액
권인 100원권 위폐 30여 종이 유통되면서 은행에서도 100원권 수납을
거부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가 유통되면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도가 하락하여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가 경제의 혼란
과 나아가서는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 실례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
국은 미국 달러의 가치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해 위조지폐를 유통시키
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의 발권당국은
최신 위조방지장치로 강화된 새 은행권을 발행하여 화폐의 위조를 막
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위조의 기술도 이에 따라 발전하는 경쟁적 상
101) 주전소에서 제조하지 않고 허가 없이 민간에서 제조한 엽전을 사주전이라 불렀다.
102) 1 945년 8·15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은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근택(近澤)빌딩을 인수하여 조선정판
사로 개칭하고, 이를 위조지폐 발행장소로 사용하였다.
103) 정판사사건을 계기로 당시 합법적이던 공산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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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이어지고 있다.

위조화폐는 위폐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 위조지
폐를 받은 선의의 피해자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법에 의하
면 한국은행은 정상적인 법화에 대해서는 지불의무가 있으나, 위폐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불의무가 없기 때문
이다. 기본적으로 화폐는 일상의 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한 자신의 소
유물이므로 그 진위에 대한 주의와 확인은 온전히 거래당사자의 책임
이다. 또한, 위조화폐를 상환 또는 보상해 줄 경우 화폐수취 시 확인
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위폐를
제작하여 교환을 요청하는 등 위조화폐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 위조
화폐는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새 은
행권을 자주 발행하게 되면 새 화폐의 제조·유통비용이 늘고 이는 고
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화폐위조범은 징역 2년 이상 또는 무기징
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104) 역사적으로도 위폐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104)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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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했지만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은 끊임없는 화폐의 위조범죄
로 이어져 왔다. 일례로 2001년 캐나다에서는 위폐가 너무 많이 발견
되어 소매상들이 50, 100 캐나다달러 등 고액권 지폐를 받지 않겠다
는 문구를 가게에 써 붙이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화폐위조의 피해는
모두에게 미치므로 돈을 주고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화폐위조의 유혹이 가장 클 수 있는 고액권 지폐를 거래할 때
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폐 위조기술과 대응방법
시대

지폐위조기술

대응방법

1850년대

흑백사진기술

숨은그림 개발, 은선 삽입, 지폐에 색상 도입

1920년대

평판인쇄기술

기하학적 무늬, 앞뒷면맞춤, 요판인쇄 등 위조 인쇄를 어렵
게 하고 촉감을 강화

1980년대

복사기, 스캐너, 컴퓨터

시변각장치, 부분노출은선, 색사 등 지폐에 위조방지장치
를 부착하거나 특수물질을 삽입

2000년대

복합기,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새로운 지폐용지의 개발, 투명창,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스
캔방지 위조방지시스템 등의 도입

우리나라의 위폐발견 장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5~2006년에 구 은
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6년 마 5000원권을 시작으로
위조방지장치 등이 강화된 새 은행권이 발행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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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권종별로는 2006년 이전 은행권의 경우 5000원권이 절반을 상
회하였으나, 새 은행권은 10000원권이 전체 위폐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50000원권의 경우에는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띠형 홀로그램 등
이 적용되어 있어 위조가 매우 어렵고, 5000원권은 10000원권과 비교
할 때 위조방지장치의 큰 차이가 없어 10000원권에 대한 위조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위폐발견 장수는 나라마다 큰 격차를 보인다. 위폐 장수의
국제 비교시 유통지폐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를 흔히 사용하
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0.12장으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
은 수준이다. 미국, 유로 지역, 영국 등 주요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
등으로 적게는 20장 내외, 많게는 100장을 넘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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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장수
(주요국)1)

(한국)
(장)

0.8

(장)

140

0.71

127.1

120
0.6

100
80

0.4

0.33
0.28

0.2

66.8

60
40

24.9

0.12
0.05

0

20

13.1

15.0
0.12

0.12

일본

한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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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멕시코

유로존

호주

캐나다

주: 1) 2018년 기준
자료: 중앙은행 Annual Report, 발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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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화 위조 이야기
역사적으로 주화가 지폐보다 훨씬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조 주화의 역사
도 화려한 편이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주화를 만들어 쓰던 시절에는 값
싼 금속으로 만들어진 위조주화가 나돌기도 했다. 또 완전한 위조는 아니더라도
귀금속의 순도를 떨어뜨리거나, 주화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어 무게를 줄이는 변
조 행위도 성행하였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주화의 옆 테두리에 톱니 모양이
나 문자, 문양을 새겨 넣어 가장자리를 긁어내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주화의
테두리에도 톱니모양이 있는데 50원화는 109개, 100원화는 110개, 500원화는
120개가 새겨져 있다.

최근에는 위조된 주화가 주로 자동판매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파
운드 주화가 약 15억개 유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8%인 4,100만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져 선진국 가운데 가장 위조주화가 많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또한, 멕시코의 10페소 주화는 은과 구리의 복재질로 제조되는데 주화 가운데에
있는 은만 빼내고 그 자리에 고무나 다른 금속을 채워 넣어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조주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500원화를
크기가 비슷한 일본 500엔으로 속여 일본에서 사용한 예가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편 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주화를 녹여 파는 일도 종종 있는데 이는
화폐 훼손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159

NO , 화폐문맹!

2. 위조방지기술의 발달

한국은행은 위조지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폐에 일반인
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위조방지장치뿐만 아니라 일반인
의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각종 현
금취급기기가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계감응요소
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식별되지 않
는 위폐의 경우에 대비하여 3단계 위조확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렇게 다 합하면 우리나라의 50000원권에는 총 16개 이상의 위조방지
장치가 있다.

이중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도 쉽게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장치를 살펴보자. 먼저 용지 제조과정에서 적용되는 숨은그
림(은화)과 부분노출은선이 있는데 이는 시중에서 구하거나 제조할
수 없는 특수한 공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고 복사물에는 그대로 재현
되지 않아 쉽게 위조지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최
근에 도입된 입체형 부분노출은선(일명 ‘모션’)은 지폐를 상하로 움직
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움직인다. 또한, 지폐를 기울이
는 각도에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괘의 3가지 무늬가 번갈아 나
타나는 홀로그램(OVD, Optically Variable Device), 특수 잉크나 인
쇄 방법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색변환잉크(CSI, Color-Shifting Ink), 특정 부분을 만져보면 볼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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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을 느끼게 하는 요판인쇄(Intaglio Printing), 비스듬히 볼 경우에
는 선명하게 보이나 복사물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요판잠상(Intaglio
Latent Image), 돋보기로 확인되지만 복사 시에는 재현되지 않는 미
세문자(Micro Lettering)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 인쇄나 특수요소는
일국의 조폐기관이 아니라면 보유할 수 없는 고가의 특수 인쇄기로 구
현되어 일반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없으며 OVD나 모션은선 등도 중
앙은행이나 조폐기관에 한정적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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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에 적용된 주요 위조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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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에서는 위조지폐 제작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일반인들
이 보다 쉽게 지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 인쇄용지, 투
명창, 자성 색변환잉크 등 최신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
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새 은행
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위조방지 요소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하
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위폐의 기술적 수
준을 보면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수
준에 불과하므로 돈을 주고받는 순간에 조그만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
는 습관을 갖는다면 위조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105)

3. 위폐감식 및 위조화폐의 관리

(위폐집중제도)

2012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모든 위·변조

105) 한
 국은행은 위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권을 불빛에 비취보고, 만져보고, 기울여 볼 것을 권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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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이하 ‘위폐’) 실물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사건종료
후에는 수사기관이 폐기하여 왔다. 당시 한국은행은 수사기관(검찰
청)에 비정기적으로 위폐 실물 인도 요청을 하여 수사 종료된 실물 일
부를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현황 파악에 있어서도 한국은
행은 수사 시작 전에 한국은행에 감정이나 신고를 의뢰한 위폐에 한정
해서 위폐통계 등을 집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폐 실물과 위폐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분석, 활용의 필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 한은법의 개정106)(2011.12.17 시행)을 통
하여 한국은행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위폐를 인도받아 관리할 수 있
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폐제작 수법 및 특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수사기관도 수사 과정에서 한국은행
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폐 집중관리 체계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자. 국내에서 발견된 모든
위폐, 즉 한국은행(금융기관 포함)의 화폐취급 과정이나 개인이 화폐
사용과정에서 발견한 위폐는 일단 관할 경찰서로 신고되고 경찰은 위
폐를 검찰로 송부한다.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되면 검찰(지방검찰청 또

106) 제49조의2(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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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청)은 해당 위폐를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본부(발권국) 및 지역
본부로 인도하게 된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위
폐에 대한 정보를 등록 후, 정밀분석이 필요한 위폐(‘분석위폐’)는 한
국은행 발권국으로 송부하고, 나머지 위폐(‘일반위폐’)는 일정 기간 경
과 후 폐기한다. 한국은행 발권국에서는 위폐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과 협조하여
분석 후 분석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위폐확산 방지 및 기술개발에 활용
하고 있다.
위폐 집중관리 체계
발 견·
신 고

과
거

현
행

개인
금융기관
한국은행

개인
금융기관
한국은행

수 사·
재 판
경찰
(신고접수)

집 중

━

보 관·
폐 기

분 석·
활 용

━

━

검찰
(보관·폐기)

경찰
(신고접수)
검찰
(위폐
보관·폐기)

검찰청
↓
한은지역본부
(일반위폐)
↓
한은발권국
(분석위폐)

한은지역본부
(일반위폐)
한은발권국
(분석위폐)

한은지역본부
(데이터
입력·조회)
한은발권국
(정밀분석,
보고서 작성,
CMS 운영,
위폐대책수립)

참고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유로 지역, 영국, 중국 등은 발권기관인
중앙은행이 위폐를 집중 수집하여 분석, 관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
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위폐집중관리제도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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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분석 자료의 활용 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면 미국(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과 캐나다(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
는 정부에서 위폐의 집중·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폐감식 절차 및 위조화폐 관리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입금된 화폐에 대
해서 화폐정사를 실시하는데107), 이 과정에서 위폐 여부의 판정이 이
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화폐정사기가 위폐로 의심되는 화폐를 탐지
하여 추출하게 되며 한국은행의 화폐취급 전문인력이 위폐 여부를 최
종 판정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위폐분석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기관 등 외부에서
위폐로 의심되는 화폐를 입수하여 판정을 문의하는 경우나 위조수법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전담 인력이 위폐 여부 및 특성을 면밀하게 분
석하게 된다.

107) 화폐정사(貨幣整査)란 화폐의 마모 및 오염상태, 진위 여부를 검사하고 그에 따라 위폐판정, 폐기 등을 행하
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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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폐감식기

한국은행 위폐분석실에서는 일선 경찰서 등의 요청을 받아 연간
15~20회 정도의 위폐 판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해당 위폐를 정밀 분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위폐를 한국
은행에 집중하는 위·변조화폐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에 비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실물 인도 요청을 통해 인수하였던 위폐를 정례
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기존 ‘발권
시스템’을 개편하여 「위조화폐관리시스템(CMS)」을 새롭게 구축·운영
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인수한 위폐의 정보를 위조화폐관리시스템에 등록·관
리한 후 위폐제작 수준과 동향 등을 분석·파악하면서 수사기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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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보관 위폐를 위폐감별 테스트용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위조화폐관리시스템의 업무 흐름을 보면, 위폐의 발견·신고 단계에
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위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경찰 앞 신고하
고, 신고 서식에 기재하는 정보108)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한국은행 발권국은 위폐 등록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대량 발견 위폐
등 주요 위폐정보를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한국은행
발권국은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권종별, 발견자
별, 발견지역별 위폐현황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부 기번호, 발견금액,
세부 제작 방법 등 정보를 수집하여 위폐유통방지 홍보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위폐 실물은 한국은행 금고(또는 거치금고)에 보관한 후 위폐의 상
태, 수량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매 분기 1차례 이상 실물
검사)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위폐는 한국은행 감사실 입회
하에 폐기하고 있다.

108) 위조방식, 위조방지장치(숨은그림, 은선,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형광물질 등) 유무, 용지 재질 및 합지 여부
등 육안으로 파악 가능한 위폐 제작정보, 발견지역(금융기관 소재 지역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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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폐 집중관리 절차

한은발권국,
한은지역본부

한은발권국

일반 위폐

분석 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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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위폐정보 공개)

한국은행은 위조화폐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수집된 위폐의 기
번호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되는 지폐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위조지
폐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견된 위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
다.

170

제3편 깨끗하고 안전한 화폐를 위하여

위폐 기번호 검색창

한국은행은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대량으로 발견되거나 여러 지
역에서 동시다발로 발견되면 동 사실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위폐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조화폐 유통방지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
국은행, 국가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관세청, 한국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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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7.9월 바10000원권 위폐(JC7984541D)가 대량 발생하였
을 때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유관기관이 신속히 대응하고 5개 지방경
찰청 8개 경찰서에서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해당 위폐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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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000원권 #77246 위폐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전체 위조지폐의 절반에 해
당하는 위폐는 기번호 #77246의 다 5000원권이다. 위조범은 2004년부터 구
5000원권(다 5000원권) 5만여장(약 2억 5천만원)을 위조하여 사용하다 2013
년 6월 검거되어 징역 8년형에 처해졌으며 발권당국은 해당 위폐를 #77246 위
폐라고 부른다. 은행권 기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지만, 위조범은 기번호 10
자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77246을 배치하여 위폐를 제작하였다.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범인은 약 1년간 여러 종류의 화폐에 대해 위조지
폐를 만드는 연습을 하여 자신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구 5000원권을
위조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위조방지장치인 숨은 그림을 삽입
하고, 노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하였다고 한다.

위조지폐를 8년간이나 사용하면서도 잡히지 않던 범인이 검거된 계기는 한 시
민의 신고였다. 신고자인 시민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범
인이 건넨 구 5000원권 지폐가 위조지폐임을 확인하고 해당 위폐의 기번호를
계산대에 적어 두었다. 이후 다시 슈퍼마켓을 찾은 범인이 지불한 5000원권 기
번호에 이전 기번호의 일부인 77246이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
였다. 위조 규모가 사상 최대이고 범인이 장기간 검거되지 않아 한국은행과 경찰
의 골머리를 썩이던 본 사건은 8년만에 해결되었다.

동 사건은 위폐의 차단에 있어 화폐사용자의 관심과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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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확인용 앱)

2015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에 위폐방지 홍보용 모바일 앱 공동개발을 제안하였으
며 그에 따라 국과수와 한국은행이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
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위조지폐 식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모바일 앱을 위폐방지 홍보 사업에 활용해 오고 있다.

동 모바일 앱은 화폐(현용권)에 대한 기본 정보, 위폐식별 요령, 위
폐발견 시 대응방법, 화폐도안 이용기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2016년 12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
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으로 배포되었다. 모바일 앱을 통
해 일반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등
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
회 개최 등에 따라 모바일 앱의 영문판을 국과수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7년 12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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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안드로이드폰용
Google Play

아이폰용
App Store

해외에서도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위폐방지를 홍보하는 국가는 증
가하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폴란드 등
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앱을 통해 신권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위스도 1000프랑권을
발행하면서 디자인 및 위조방지장치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적극 홍보
하고 있다.

4. 위폐범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위폐범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형
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109) 화폐를 위·

109) 단
 순히 화폐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해야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폐통계에서도 위폐
범 검거 시 복제하여 단순 보관한 위폐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폐는 유통됨으로써 피해가 시작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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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에 따르면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서 국내외의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제조, 판매, 수입·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다 5000원권을 대량위조한 #77246 5000원
권 위조범은 징역 8년에 처해진 바 있다.

5. 위폐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국제범죄조직들은 위조한 미국 연방채권ㆍ유가증권을 이용한 사기
는 물론 북한 구권(舊券) 유통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조된 미
국 연방채권(5억 달러권, 1934년 발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거액
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 현금화를 빙자하여 투자
자를 모집하고 금품을 편취하려는 사기 행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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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미국 연방채권(5억 달러권)

동남아 일대에서는 시중에 통용되지 않는 무가치한 북한 구권(舊
券)이 북한 개방 시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속이는 사기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는 우리나라 50000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 5000원 구권과 현용권
<구권>

<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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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외국민이나 여행객들은 위조된 원화나 외화를 수취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위조지폐 식별 요령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야
간이나 택시 이용 등에서 현금 사용 시 위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외화 위폐, 원화 위폐의 해외 제조 및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는 국가
정보원 및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은 국내에서 발견된 정밀한 외화 위폐 발견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우선 국
내 화폐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은행을 통해 위폐 관련 정보를 경찰ㆍ국
과수 등에 신속 제공하고, 민간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외화를 취급하
는 국내 17개 은행에 위폐의 형태와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 대외적으
로는 입수한 위조 외화를 해당 발행국가(미국의 Secret Service 등)에
제공하여 위폐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외화, 위조 채
권, 시중에 통용되지 않는 무가치한 북한 구권 등에 관한 정보의 입수
및 유통조직 적발 업무를 하고 있다.
관세청110)도 공항, 항만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이 소지 또는 반출입하
110) 「관세법」 제234조 제3호: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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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폐, 위조 수표, 위조 채권 등을 적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위폐 등의 감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우
편물, 화물에 대한 정밀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111)

또한, 국내에는 위폐전문가그룹도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국은행,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참여하에 해외유입
위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예방을 논의하고 있다. 위폐전문가 그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화·유로화·위안화 등 주요 화폐들에 대한 위폐
감별법뿐만 아니라 위폐 대응 현장 소개 등 위폐방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국민이 위조 외화나 채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가까
운 경찰서나 국정원(111)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환전영업
자가 외화 위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12)

111) 위
 폐 감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수법 위조지폐의 식별요령, 고액수
표 유치요령 및 감정 절차 등을 교육함으로써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우범지역 입국 여행자의 고
액수표 반입 신고 시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최근에 특송화물·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위폐를 밀반입하는 범죄
를 막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색기, 휴대용 위폐감별기 등의 단속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112) 소지인에게 인수증을 교부한 후 위폐를 인수하여야 하며, 소지인이 외화 위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ㆍ변조 화폐임을 알면서 사용하면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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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위폐 신고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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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화폐를 청결하게

1. 유통은행권 청결도가 중요한 이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등에 따라
훼손되거나 오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부적합한 은행권
을 새 은행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또한, 정례적으로 전통시장 등에
서 낡거나 손상된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
적인 유통화폐 정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권의 청결도(banknote quality in
circulation)가 하락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의 품위손상은 물론
화폐사용의 불편도 증가한다. 낡은 손상은행권은 육안이나 감식기기
로도 진위판별이 지연되는 등 지급거래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킨다. 위조지폐는 주로 낡은 은행권과 유사한 느
낌으로 제조되므로 은행권 청결도가 낮은 경우 위조행위에도 취약하
다. 훼손은행권은 ATM이나 각종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정사기의 오작
동이나 잼(jam)을 유발하여 추가 인력 투입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
송과 보관 및 여타 취급과정에서도 더 많은 관리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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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염된 은행권을 적극 폐기하고 새 은행권으
로 대체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중앙은행의 화폐제조비도 증가하는 부
담이 따른다. 즉 유통은행권의 청결도가 높을수록 화폐사용자나 취급
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화폐제조비용은 커지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하게 된다.

유통은행권의 청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제조은행권
의 품질수준 및 중앙은행의 손상은행권 대체 정책을 들 수 있다.

은행권 용지의 품질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은행권이
쉽게 손상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내절도(folding endurance)와 인
장강도(tensile strength)를 강화하고 인쇄상태에 있어서는 마찰, 열,
약품 등에 노출되더라도 원형을 오래 유지하도록 잉크나 인쇄기술을
개선하면 은행권의 유통 청결도는 높아진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
사와 함께 은행권 용지, 인쇄 방법과 위조방지장치 등의 품질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제조기준을 정하고 그 제조기준에 따라 은행권을 제조하
게 하고 있다.

제조 은행권의 품질수준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오랫동
안 유통되면 낡거나 찢김 또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손상되므로 중
앙은행은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손상은행권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 은행권을 공급한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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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행권 판정 기준(fitness sorting criteria)을 정하여 정사업무 등
에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판정 기준
으로는 오염, 낙서, 잉크나 물감 등에 의한 얼룩, 구멍, 찢김, 가운데
접힘, 모서리 접힘이나 사라짐 등의 항목이 있으며 위조방지장치의 기
능 저하 시에도 손상은행권으로 분류된다.

각국 유통은행권의 품질수준은 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앙은행
발권정책에 따라 서로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종
의 은행권 자동정사기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국 유통은행권의 청결
도나 판정 기준을 획일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
다.

현재 한국은행은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를 매년 측정하고 있는데 금
융기관 점포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 은행권 장수대비 한국은행의 사용
은행권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권 장수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 측
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은행권 청결도는 2006〜2009년의
새 은행권 발행을 계기로 크게 상승하였다. 액면별로는 50000원권이
가장 청결도가 높고 10000원권, 1000원권의 순서이다. 5000원권의
청결도는 특이하게도 여전히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권에 비해
서는 청결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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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종류별로 유통은행권의 청결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액면 금
액에 따른 유통 빈도와 사용자의 취급행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
액면권의 경우 소매업체와 일반인간에 상거래용으로 빈번하게 사용
되므로 금융기관에 입금될 기회가 적고 구매력이 낮아 지갑에 넣지 않
는 등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고액권은 주로 ATM을 통해
많이 입출금되는 데다 금융기관도 ATM의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청결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113)
우리나라 유통은행권의 청결도
(단위: %, %p)

권종별

2006년(a)

2019년(b)

b-a

50000원권

—

97.1

—

10000원권

85.1

80.7

-4.4

5000원권

39.4

59.0

19.6

1000원권

68.1

74.2

6.1

평균

66.2

83.7

17.5

외국의 경우 유통은행권의 효과적인 청결도 유지 및 위폐 적출을 위
하여 은행 등 화폐취급기관을 규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주 중앙
은행(RBA)이 2006년 9월 상업은행들과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는 은행
권 품질 보상제도(Note Quality Reward Scheme)는 유통화폐의 청결
도를 크게 끌어올린 대표적인 규제·유인책으로 거론된다. 이 제도에

113) 이러한 이유로 각국 중앙은행이나 화폐취급기관은 사용 가능한 적합 은행권을 일반적 적합(fit) 및 ATM 적
합(ATM fit)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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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호주중앙은행은 유통은행권의 최저 품질 수준을 규제하여 미
달시 불이익을 부과하되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의 은행권 품질 보상제도(NQRS)1)

주: 1) 은행권 품질이 높을수록 스코어(Score)가 낮게 배정된다.
출처: Michael Anderson(RBA), 「The Note Quality Reward Scheme」, Billetaria, 2008, p.17.

영국의 지급위원회(Payments Council)는 2013년 「현금취급기기용
은행권 인증기준」114)을 마련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
는 금융기관은 영란은행이 인증한 현금취급기기에 의해 적합 판정된
은행권만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를 적정 수
준으로 유지하고 위폐의 유통도 방지하고 있다.

114) Code of Conduct for the Authentication of Machine-Dispensed Bank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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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권 재유통 기준」을 마련하여 유로 지역
19개국 중앙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유로화 사용국의 현금취급기관은
각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현금취급기기를 사용하여 청
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은행권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재유통시키
고, 관련 자료를 각 소재국 중앙은행에 반기 1회 제출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2009년부터 화폐정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함께 통합 화폐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통은행권
의 청결도 제고 및 위폐의 유통방지를 위해 「은행권 재유통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현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이 승인한 현금취급기기에
서 정사한 은행권만을 재유통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새 은행권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공급되도록 금융기관
별로 배정 한도를 두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손상은행권을 새 은행권
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유통은행권 청결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 등
현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재유통 기준은 도입하지 않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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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재유통 기준 운용 사례
구분

영국

유로 지역

이스라엘

운용방법

신사협정에 의한 자율적 참가

법규로 강제

중앙은행 통첩으로 강제

금융기관 등의 의무

중앙은행이 인정한 은행권 자동정사기 등으로 정사한 은행권만 재유통

현금취급기기의 검정

- 현금취급기기 제조업체 등이 해당 중앙은행에 관련 기기에 대한 검정을 신청
- 중앙은행은 검정 결과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한 관련 기기의 기종과 제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게재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과 관련 금융기관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화폐
사용 습관도 청결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조
폐공사를 통해 제조 은행권의 품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리플
릿 제작·배포와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돈 깨끗이 쓰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유통은행권의 청결도는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다.

2. 손상된 화폐의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국은행 등 대국민 창구 중 하나인 화폐교환 창구는 설이나 추석
명절이 임박하면 신권을 구하려는 인파로 혼잡해진다. 깨끗한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오랜 풍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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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국은행 금고 내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오염 등
사용에 부적합한 화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권종간 교환요구에도
응하고 있다.115)
손상권의 유형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없어진 은행권
•찢어진 조각을 테이프 등으로 모아 붙인 은행권
•낙서 또는 그림이 있거나 물감이 묻고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된 은행권
•변색 또는 탈색되거나 면적이 축소되는 등 변형된 은행권
•기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은행권

화폐교환의 목적은 화폐종류별 유통 원활화116) 및 유통화폐의 청결
도 제고이므로 한국은행은 손상된 화폐를 가급적 신권으로 교환해주
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재발행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로 교환
되기도 한다. 또한, 신권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도 화폐 교환제도의 남
용을 막고 제조화폐의 적정 배급을 위하여 1인당 교환 한도117)를 두고
있다.

찢어져 일부가 사라진 돈도 교환되는가? 한국은행의 교환기준에 따
르면 일부가 사라진 돈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돈으로 인정된다. 즉
찢어진 돈에서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 남아있으면 전액을 인정해 교

115)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에 규정되어 있다.
116) 화폐교환을 통해 화폐가 권·화종별로 적절히 분포되면 거래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117) 1인당 교환 한도는 국민들의 제조화폐 수요 및 한국은행의 제조화폐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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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주고 있다. 그보다는 모자라지만 2/5 이상이 남아있으면 반액으
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그 면적이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
된다.

또한, 조각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은행권이라도 같은 은행권이면 이
를 합친 면적으로 인정한다. 물이나 열, 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
거나 줄어든 은행권의 잔존 면적은 변형된 면적의 기준에 따라 교환한
다. 주화의 경우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우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나, 액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
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다.
일부가 사라진 은행권의 교환기준
▶ 전액 지급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3/4

3/4

▶ 반액 지급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 3/4 미만인 경우
3/4

3/4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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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화폐교환 제도는 수용 범위
가 완화적인 편이다. 많은 국가들이 사용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거나 교환에 응하더라도 제한을 두고 있다. 영국은 중앙은행이
권종간 교환만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아일랜드는 특정 권종간 교
환만을 허용하며 호주는 동일 액면가의 신권만을 교환한다. 한국은행
과 같이 권종간·화종간·권화종간 교환에 응하는 곳은 독일, 오스트리
아 등 일부에 그친다.

국가별 사용화폐 교환 서비스
제공하는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한국

제공하지 않는 국가

미국, 일본,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일부만 제공하는 국가

프랑스1), 아일랜드1), 호주

주 : 1) 고액 유로 은행권(100, 200, 500유로)을 저액 유로 은행권(5, 10, 20, 50유로)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만 제공

또한, 손상화폐 교환 서비스도 중국처럼 상업은행에 전담시키는 상
업은행 전담형과 중앙은행 전담형, 중앙은행 및 조폐국 담당형으로 구
분된다. 중앙은행 및 조폐국 담당형의 경우 보통 손상은행권 교환은
중앙은행이, 손상주화 교환은 조폐국이 담당하고 있다.
손상화폐 교환 서비스의 제공 주체
상업은행 전담형

중국

중앙은행 담당형

일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중앙은행 및 조폐국 담당형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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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손상화폐를 교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원
칙적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주의한 취급 방법으로 은행
권이 훼손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앙은행도 있으며 손상화폐 심
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등에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화폐교
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화폐교환 수수료 부과 현황
국가별

유로지역

수수료

손상은행권
1장당 10센트

부과대상 또는 부과방법
– 전문적인 은행권 취급자가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사용 과정
에서 훼손된 은행권을 100장 이상 교환할 경우 훼손된 은행권 1장당
10센트의 수수료 부과
 만, 실제 강·절도사건이 발생하여 도난방지장치가 활성화되어 은행
다
권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스위스

손상은행권
1장당 0.3프랑

– 부주의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안가방(security suitcase)1)을 다뤄 은
행권이 손상된 경우 손상은행권 1장당 0.3프랑의 수수료 부과

노르웨이

발생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일
 반적으로 250크로네의 수수료를 교환금액에서 공제하나, 교환대금
책정을 위한 손상화폐 평가에 드는 비용이 클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수
수료로 부과

캐나다

발생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교
 환대금 책정을 위한 손상화폐 평가 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
실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

호 주

발생비용 전부
또는 일부

–예
 외적으로 심사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

한 국

미부과

- 심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도 수수료 미부과

주 : 1) 도난방지장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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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손권의 유형과 그 교환

소손권은 주로 불에 타거나,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식, 세단
기에 의한 세편 등으로 훼손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환금액 판정
이 어려운 은행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소손권에 대해서도 소지자
가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 최대한 교환해주고 있다.
소손권의 유형
•불에 탄 은행권
•장판 밑 눌린 은행권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된 은행권
•세단기 등에 의해 세편된 은행권
•기타 심하게 손상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려운 은행권

따라서 소손권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야 교환금액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불에 탄 은행권은 원형과 재가 붙어있을 경우 재 부분까지
포함하여 남아있는 면적을 산출하여 인정하므로 재 부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야 한다.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있
는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라면 보관용기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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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은행권 교환사례

장판 밑에 눌린 은행권,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된 은행권도 무리하게
떼어내거나 분리하지 말고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세단기에 의해 잘린 은행권의 교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
객이 은행권 조각을 맞춰오고 정상적인 화폐였음이 인정되면 손해 없
이 액면금액을 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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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화폐사용의 만족도 제고

1. 지급수단별 사용만족도

최근들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생활용
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 이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
드, 각종 페이 등의 사용이 늘고 있다. 각종 지급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여러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이 2019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설
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금은 안전성, 수용성, 비용 측면118)에서 가장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18) 편리성(convenience): 소지, 발급, 결제 속도 등에 있어 편리한 정도
안전성(security): 금전적 손실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수용성(acceptance): 상점에서 거절에 대한 우려 없이 수용되는 정도
비용(cost):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가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순 비용 정도

194

제3편 깨끗하고 안전한 화폐를 위하여

지급수단별 특성 및 종합만족도1)
(점수)

지급수단
현금

편리성
75.1

안전성

수용성

74.1

91.7

신용카드

85.7

70.4

81.7

체크·직불카드

81.7

70.4

78.8

계좌이체3)
선불카드·전자화폐
모바일카드4)

63.5
54.6
61.3

65.1
54.4

비용2)

67.9
54.1

54.3

57.5

종합 만족도

88.3

79.5

54.6

80.8

67.3

76.5

61.4
56
57.6

64
52.3
57.2

주: 1) 지급수단별 각 특성에 대해 1〜5점을 부여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2) 점수가 높을수록 저비용 지급수단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
3)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4)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자료: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한국은행, 2020.3월)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을 보면 현금은 건수 기준(26.4%)과 금액 기
준(17.4%)에서 신용카드(건수 기준 43.7%, 금액 기준 53.8%)에 이
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거래금액에서는 현금은 10000원
미만의 거래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비중(78.3%)을 차지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소액거래에 널리 이용되었다. 현금의 사용장소로는 전통시장
(78.5%)과 소매점·매장·슈퍼마켓(41.6%)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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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 이용비중
건수

60

구매 금액대별 이용비중(건수기준)
현금
모바일카드

금액

(%)

100

53.8

50

80

43.7

신용카드
계좌이체

체크·직불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

11

40
60
30
20

38

26.4
40

19.2
15.3

17.4

20

8.0

10
0

72

65

12

8

7

29

3.8 3.8

3.0

63

78

0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모바일 카드

1만원 미만

1~5만원

5~10만원

10~30만원 30만원 이상

자료: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한국은행, 2020.3월)

주요국의 경우는 어떨까?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 비중119)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현금이, 금액 기준으로는 직불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현금이용 비중은 하락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국가의 응답자들은 현금을 직불카드, 신용
카드보다 수용성 및 비용 측면에서 우월한 지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건수 및 금액에서 현금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나 현금 집중 이용형(cash-intensive) 국가로 분류되었
다.

119) Consumer cash usage, a cross-country comparison with payment diary survey data, EC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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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급수단 사용비중
(건수 기준)
기타

100

2
14

19

22
25

60

1

2
13

31

현금

100
19

25
18

현금

4
7
41
28

60

60

3

28

32
40

56

직불카드

(%)

80

41

82

53

신용카드

5

65

20

기타

1

26

82
40

(금액 기준)

직불카드

(%)

9
80

신용카드

52

46

20

65

30

53

32
23

0

27

43
34

23

15

0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자료: Consumer cash usage, a cross-country comparison with payment diary survey data, ECB, 2014.

국내·외 조사결과를 보면 현금이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 측면에서
다른 지급수단 대비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현금은 거래금액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화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발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
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폐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 및 평가수준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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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현행
화폐제도, 발권정책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1991
년부터 대국민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20)

2019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권에 대한 종
합 만족도는 5점 기준 3.6점으로 평가되고 각 권종별로도 3.5점 이
상의 고른 점수를 보였다. 개선이 필요한 은행권이 있는지에 대해
63.0%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한 권종이 없다고 답하여 은행권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행권의 청결도는 1000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종에서 깨끗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
았다.

반면 주화의 종합 만족도는 5점 기준 3.1점이었는데 액면별로는
2.1〜3.6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새 10원화(2006년 최초 발행)
의 만족도는 다른 화종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10원화의 크기, 무게,
재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71.1%)이 많았다. 아울러 일상 거
래에서 주화가 유용하다는 응답 비율은 고액면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120) 2007년부터는 3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대다수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항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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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으로 주화를 받았을 경우 100원, 500원화는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10원, 50원화는 재사용하지 않거나 모아두었다가 추
후 은행권 등으로 교환한다는 응답이 높아 저액면 주화의 퇴장 경향을
보여주었다.
화폐 종합 만족도1)

거스름돈 주화의 활용

(은행권)
5
4

(주화)

(점수)
2013

3.6

2016

3.5

3.5

2019

3.8

3.9

3

5

(점수)
2013

2016

4
3

받지않음
교환
재사용
2019

3.6
3.1

3.6

3.1
2.1

기부
퇴장
(%)

100

11
11

80

12

9
6

10
60

45
53

2

2

1

1

20

0

0

0

76

40

85

34
15

전체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전체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주: 1) 5점 척도로 환산한 종합 만족도
자료: 「2019년도 화폐사용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한국은행, 2020.1월)

한편 위조방지장치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상당수(75.2%)의 응답자
가 위조방지장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중 홀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위변조방지 요소로
는 숨은그림(37.0%)과 시변각 효과가 있는 홀로그램(23.6%)이었다.
위조방지장치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 보도(56.0%)가 압도적으로 높았
고 우리나라 화폐 액면체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액면이 없다는
응답(71.6%)이 많았다. 1000원권의 주화 대체(14%)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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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위조방지장치 인지여부 및 인지도
5만원

100

만원/5천원

현용 액면체계 만족도
천원

(%)

80

<인지 여부>

82.8 84.8

75.2

100

<인지도>

78.6

73.9

2016

70.7

73.5

80
65.7

60

2019

(%)

68.3

74.8

60

40

40
24.8

25.4 22.2

20

20

0

0

6.3

알고있다

모른다

홀로그램

부분노출은선

숨은그림

만족

보통

3.0

불만족

자료: 「2019년도 화폐사용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한국은행, 2020.1월)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관련 정책 수립에도 동 조사 결과를 널리 활
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폐 유통 홍보 활동에 대한 응답 내용을 참
고하여 홍보 효과가 큰 TV,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한 캠페인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당량의 주화를 보관하면서 이를
한 번에 교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전교환운동을 정례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주화의 재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화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의 화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
고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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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이 유로 은행권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2019년)를 살펴보면 품질 및 청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81%)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1) 또한, 대부
분 응답자들(88%)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장치는 숨은그림(73%)과 홀로그램/포
일(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의 조사에서는 새 유로 은행권 시리즈가 이전보다 개
선되었다는 응답이 50% 내외(품질: 52%, 매력도: 49%)로 나타났다.
500유로 은행권의 발행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응답
(76%)하였다.
유로 은행권에 대한 조사 결과
(권종별 디자인 만족도)
만족

100

보통

불만

미응답

(%)

16

8

5

80
8

80
42
49

60

5
45
39

53

40

50

(%)

73

60
5

5

41
40

32

40
20

(위조방지장치 인지여부)

28
24

44

20

37
28

26

29

12

11

숨은은선

자외선 장치

0

0
5

10

20

50

100

200

500

숨은그림

홀로그램/포일 용지의 촉감

자료: A biennial study about knowledge and appreciation of euro banknotes among the Dutch, De Nederlandsche Bank,
2019.

121) 응답자들은 은행권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미응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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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리나라 화폐의 개선방향

1. 화폐의 액면크기 조정

지난 2019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
리나라의 [1, 5] 액면체계 및 현행 액면금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서베이 결과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화폐의 액면금액이 주요국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화폐단위 변경을 통해 액면의 크기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
션(redenomination)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금액을 동일한 교환 비율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와 함께 새
로운 통화 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구매력 변경 없이 호칭과 액면 크기만
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 내의 실질변수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통화조치’는 현용화폐에 대한 강제 환수, 화폐교환 제한
및 예금동결 등을 포함하는 비상조치인데, 일반적으로 리디노미네이
션과 동시에 추진되기도 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은 두 가지를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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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혼동하곤 한다. 통화조치는 일반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하
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리디노미네이
션은 화폐개혁이나 통화조치 없이 그 자체로서 단독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발행 절차에 따르면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
기 위해서는 국회가 한국은행법 개정을 의결해야 하며 새 화폐를 제조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도안 논의, 현금 취급기기 변경, 다수의 참가
인원 등을 생각할 때 이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
면서 기존 화폐단위 사용으로 초래되는 경제 규모의 계산, 호칭, 상호
비교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과거 중남미 국가
의 경우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
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와 달리 물가안정 기반이 공고한 국가의 경우에는 안정적 경제성
장의 토대 위에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리디노미
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1달
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나라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뿐인 데다, 아
시아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원화의 가치가 낮아 원화의 대외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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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2019년말 기준)
국가

통화

국가

통화

대한민국

KRW

대미환율
1,155.5

호주

AUD

대미환율
1.4

중국

CNY

7.0

대만

TWD

29.9

일본

JPY

108.7

싱가포르

SGD

1.3

유로

EUR

0.9

홍콩

HKD

0.8

영국

GBP

0.8

인도

INR

71.4

스위스

CHF

1.0

콜롬비아

COP

3,287.5

캐나다

CAD

1.3

브라질

BRL

4.0

출처 : FRB, Bloomberg

한편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으로 화폐이용의 편의성 증대, 자국 통화
의 위상 제고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섣불리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직접 비용으로는 먼저 새 화폐의 발행 비용을 들 수 있다. 한 나라
에 유통되고 있는 구 화폐를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는 동시에 필요한
새 화폐를 단기간에 제조하여 유통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
요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경제 관련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에 비해 경제 운영에 있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현되는 디지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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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계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만큼 그 교체 비용이 매우 크다
는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새로운 화폐에 맞추어 CD/ATM기기, 자동
판매기 등 현금취급기기를 변경하는 비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확산 등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비계량적 간접비용도 간과하기 어렵다.

결국,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충
분한 사전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국민적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물가상황
및 국제 수지, 양호한 경기 및 기업활동, 정치적, 사회적 합의 등이 반
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그 자
체가 목표가 아니라 거래와 화폐사용, 회계 기장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향후 우리 경제가 더욱 견실한 성장과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될 경우 화폐단위 변경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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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 색상 개선

색(color)의 기본 성질과 그 이름을 나타내는 색상(色相, hue)은 색
의 밝기를 의미하는 명도(明度, brightness), 색의 맑기를 의미하는 채
도(彩度, saturation)와 더불어 색의 세 가지 속성을 구성한다. 일반적
으로 색은 색상과 채도가 없이 명도만 갖는 무채색과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갖는 다양한 유채색으로 구분되며, 은행권에는 주로 유채색이 사
용되고 있다.
주요국 은행권의 기본색상
유채색

무채색

기본색상
권종수(%)

계
녹

청

보라

적

갈

21.6

18.5

17.1

14.0

13.1

주황
8.1

황

회

5.9

1.8

100.0

자료: 「세계 주요국의 화폐」(한국은행, 2020)

은행권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풍기는 색조로서의 기본색상과 도안소
재와 문양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개별색상으로 구별될 수 있다. 기본
색상은 녹·청·적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 녹·청색 계열이
많은 이유는 우리 주변의 자연적인 색깔이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도안소재를 선택할 때에는 사회
적·예술적 측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데 비해 색상을 선택할 때에
는 액면 구별과 위조방지 등 기능적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다.122)
122) 기능적 측면에서는 소재와 색상 등에 따른 액면 구분 또는 위조화폐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
서는 도안인물 등의 도안소재가 그 나라 또는 지역의 정서를 대변해야 하며, 예술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공
간에 시각적 조형미와 예술적 독창성 및 미적 감각을 밀도 있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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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 은행권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
5000원권과 50000원권의 색상이 혼동된다는 내용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밤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50000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하
여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다.123)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2019년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향후 은행권을 개선할 때 5000원권 색상
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종별 색상 만족도1)

권종별 개선 필요사항

(점수)

(%)

5
■ 청결도
4

3.7

3.9
3.5

3.9

100
80

■ 크기

51.6

41.7

60

■ 도안
2.0

10.4

3.4

3

■ 색상

53.1

75.7
16.7

2
40

21.9

22.4
33.3

1

20

22.7
3.1

0

11.6

22.4

2.3

8.3

0
전체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

주: 1) 5점 척도로 환산

이와 같은 은행권 색상의 혼동은 우리나라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연속하는 액면 간에 한색과 난색을 교차 사용하는 유로 지역

123) 원래 5000원권은 1977년 나 5000원권 이후 기본색상으로 적황색을 유지하였는데, 당시에는 어두운 택
시 불빛 아래에서 적색계열인 1000원권과 혼동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현행 마 5000원권
제조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황색을 유지하되 이전보다 밝고 산뜻한 느낌이 들도록 연한 색상으로 디자인
하고 1000원권은 기본색상을 청색으로 변경하여 두 권종 간 구분이 쉽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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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로권이나 모든 액면의 규격이 동일하고 기본색상을 녹색으로 채
택한 미국 달러권의 경우에도 이러한 혼동을 피해가기는 어렵다.124)
유사 색상의 은행권 사례

한국

유로
통화권

미국

50000원권 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용자가 좀 더 익숙해지
자 관련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최근의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에서
도 양자 간 혼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124) 특
 히 미 달러화의 경우 기본색상이 녹색인 데다 은행권의 크기마저 동일해서 구분이 더 어렵다. 우리나라
에서 지폐 여러 장을 책장 넘기듯 계수하는 데 반해 달러화 사용자들은 달러화를 낱장단위로 한 장씩 펼쳐
보고 계수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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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폐 디자인의 개선과 이용습관의 개선이
라는 양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화폐 제조기술 개발

한국조폐공사는 우수한 은행권 인쇄기술은 물론 고품질의 은행권
용지, 잉크 등 원재료의 제조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술력에도 불구하고 새 은행권에 적용된 홀로그램, 모션 등 고부가가치
기술은 다른 나라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소요규모 대비 기술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일부 기술을 수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폐라는 특수한 제품을 제조
하는 조폐기관들의 특성상 관련 원재료 공급 업체가 많지 않고, 관련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비상사태 등 예상치 못한 화폐 수요 및 개발 수
요 발생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조폐공사 주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위조방지장치 등 고부가가치 소재의 국산화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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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은행권의 홀로그램 및 모션
홀로그램

모션

4. 도안 선정의 유연성

우리나라 은행권에 사용된 인물들은 왜 모두 조선시대 인물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한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
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권에도 현대인물인 이승만, 한복을 입은 모자
(母子), 문화유산인 거북선, 숭례문, 독립문, 첨성대와 자연경관인 해
금강 총석정 등 다양한 도안소재를 담아 제작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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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은행권의 다양한 도안소재

거북선(십환권, 1953년)

모자상(개갑 백환권, 1962년)

해금강 총석정(가 오십원권, 1962년)

숭례문(나 오백원권, 1966년)

우리나라는 1953년 1차 통화조치에 이어 1962년 2차 통화조치를
겪는 등 새로운 화폐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출현하였으나 1972년 5000
원권과 1973년 10000원권의 고액권 등장으로 현용 화폐체계가 안정
적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기존 도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화폐
도안은 조선시대 인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

다만 50000원권 발행 시에는 다양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등을 반
영하여 도안인물로 여성 인물인 신사임당을 채택하여 우리나라 은행
권 도안인물의 성별, 활동영역 등을 다소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125) 아직도 현용 화폐 도안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화폐의 새로운
214

제4편 화폐의 미래와 과제

도안인물 제안은 국민들로부터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 중 하나이
다.

화폐에 사용되는 도안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화폐란 기본적으로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
는 도구라는 점에서 조선인물 중심의 현용화폐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
로운 도안에 대한 시도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의 경우 10년 전후의 주기로 새로운 도안으로 화폐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 도안의 소재도 정치, 문화, 과학, 예술 분야의 인물은 물
론, 자연경관, 현대미술, 현대건축 등을 자유롭게 채택하면서 밝고 화
사한 느낌의 은행권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 10·20 프랑 은행권

125)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이 5000원권의 도안인물인 율곡 이이와 모자 관계인 점, 여전
히 조선시대 인물인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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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리즈의 화폐를 만들 때는 다양한 각계의 의견
을 담아 도안인물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물 중심에서 탈피
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표현하는 참신하고 다
양한 도안 소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폐기술 발전 차원
에서도 일정한 주기로 테마를 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새 화폐 시리즈를
발행할 수 있도록 화폐 디자인에 대한 유연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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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현금사용 감소 추세와 대응방향

1. 현금사용의 감소 경향

스웨덴, 영국 및 뉴질랜드는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126)의
이용 활성화로 국민들의 현금사용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위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127)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
근까지도 스웨덴을 제외하면 현금수요가 감소한 국가를 찾기는 어렵
다.128) 다만 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중이 과거 대비 하락하
고 있는 것은 명백하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을 대체할지 또
는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지는 여전히 지켜보고 대응할 과제로 보인
다.

126)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페이 등으로 불리는 모바일 지급수단을 포함한다.
127) Eric E. Bergsten은 1967년 발간된 논문에서 1950년 미국 다이너스클럽 신용카드의 사례와 같이 현금없
이 계좌의 잔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용카드의 확산을 “현금없는 사회의 전주곡”이라고 표
현하였다.(Eric E. Bergsten, 「Credit Cards - a prelude to the cashless society」, Boston College Law
Review, 1967). 또한 영문자료를 대상으로 볼 때 ‘현금없는 사회’는 1959년부터 사용되었으며 1973년에 가
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고 한다.(장순섭,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2019, 은행법연구)
128)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도래에 대해 주요국 발권당국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
웨덴의 현금감소 또한 지급 결제 제도의 발전에 따른 사회 선택적 현금사용 감소라기보다는 2005년 스웨
덴 중앙은행의 기구 축소에 따른 현금서비스의 민간업체 위탁 결정이 결정적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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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현금결제 비중1)
(%)
100

80

60

40
28
20

0

53.8

48.2

47.6

일본
(18년)

독일
(17년)

31
26
19.8

13

스웨덴
(18년)

영국
(18년)

뉴질랜드
(19년)

한국
(18년)

미국
(18년)

유로존
(16년)

주: 1) 스웨덴: 가장 최근 상품구입에 이용한 결제 수단이 현금이라고 응답한 비중(거래기준)
영국: 가계 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
뉴질랜드: 조사대상 가계 중 지난 1주일간 현금을 3번 이상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중(거래기준)
한국·독일·유로존: 가계 지출 중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금액기준)
미국: 가계 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
일본: 민간 소비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금액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ECB, 영국금융협회

2. 현금사용선택권의 보장 필요성

현금사용 감소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다. 먼저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라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약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
제로 현금사용 감소 현상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 등 경제시스템의
발전보다는 은행 등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추구의 결과 현금서비스를
축소한 데서 시작되었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경우 민
간은행들이 현금사용비중이 감소된 것을 계기로 고객 응대 및 현금취
급에 따른 비용 축소를 위해 주요 현금공급 창구인 지점 및 ATM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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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했다.
상업은행 지점 수1)2)3)

ATM 개수1)

(개수)

(개수)
250

30

14년
11년

18년

18년
200

20
150
-21.2%

-11.4%

스웨덴

영국

-7.3%

-2.1%

뉴질랜드

한국

100
10
50

0

-33.2%

-23.4%

-29.0%

-14.0%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한국

0

주: 1) 인구 10만명당 기준
2) 영국은 통계 편제기준 변경을 고려하여 2012년 대비로 작성
3) 한국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합산 기준
자료: 각국 은행연합회, 영국 하원(Bank branch and ATM statistics), 한국은행

우선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현금 접근성의 약화는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령층, 저소득층, 벽지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로 이어졌다.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면서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상당한 불편
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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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고령층 및 벽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감
소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9)

영국 또한 조사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거나 현금이 사라질 경우 대
응하기 곤란한 국민들의 수가 1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30)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현금 접근성
제약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3%는 현
금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131)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의 약
화이다.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폐유통시스템 주요
참가 기관들(중앙은행, 금융기관, 현금취급업체 등)이 화폐 취급업무
를 축소하면서 경제적 거래 등에 현금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은행인 릭스뱅크가 화폐유통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업체에 이전한 결과 화폐센터의 수가 30% 수준
으로 급감하였다.132) 영국과 뉴질랜드도 상업은행 지점 수가 감소하면

129) 스웨덴 중앙은행 18.5월 설문조사 결과 현금사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벽지 지역 주민들(35%)이 전
체 평균(27%)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0) 영
 국 성인 130만명(전체 성인의 2.4%, 17년 기준)은 은행 계좌가 없으며, 성인 430만명(8%, 19년 기준)은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조차 없어 최신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131) 2019.10월 뉴질랜드 중앙은행 설문조사
132) 현금취급업무를 이전받은 Bankomat사는 2019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화폐센터의 수를 기존 13개에서 5개
로 대폭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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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현
재 화폐유통시스템 운영비용 대부분을 상업은행, 소매점과 같은 민간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어 향후 화폐 취급 비용 증가시 민간의 화폐 취
급업무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시 대체 지급수단 부재, 소수의 민
간 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문제,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
단의 상실, 상업은행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 수단의
제약 등도 현금사용 감소 현상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현금 접근성의 약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현금의
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현금사용선택권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와 중앙은행도 대응에 나서게 되
었다. 특히 스웨덴, 영국 및 뉴질랜드 3개국 중앙은행들은 국민의 ‘현
금사용선택권 보장’ 또는 ‘화폐유통시스템 관리’를 매우 중요한 정책과
제로 인식하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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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도 2019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스웨덴 정부
의 현금 접근성 강화 법률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결제
은행(BIS)도 비현금 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 화폐가 중요
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글로
벌 금융포용 지표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
람이 17억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현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개국의 현금 접근성 제약 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
국가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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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정책

세부 내용

스웨덴 정부는 「지급결제 서비스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 예금 규모가 700억 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대
해 입출금 서비스의무 부과
- 우정통신청이 상업은행의 입출금서비스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 법을 위반한 은행 포착 시 금융감독청에 통보하면
동 감독청이 제재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 유통시스템 통
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
표

-상
 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 및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개선 제고
- 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ATM 운
영업체에 대한 지급 결제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 그룹 설치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
용의 보고서 발표

-중
 앙은행 책무에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 중앙은행의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 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 중앙은행이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 설정 권한 및 상
업은행의 현금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
을 보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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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국은행의 대응

우리나라도 1999년에 정부가 소비 진작과 세원(稅源) 발굴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용카드 사용
액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외에 대체 지급수단
도 확산되고 현금사용 비중이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금사용
비중이 스웨덴만큼은 아니지만 영국보다 낮은 국가이다.

이처럼 전자결제수단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비현금 거래가 확산되
고 있으나 현금없는 사회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아니며 향후 대응
해 나가야 할 지급결제환경의 여건 변화일 뿐이다.

그 이유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최근까지 현금사용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현금이 사라지기는 어려운 데
다 지급수단을 현금이나 비현금으로 정하는 것은 발권당국이 아닌 경
제주체의 편의와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
는 상황임에도 스웨덴을 포함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현금 수요
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은133), 현금은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어떠한

133)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의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
년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이후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스위스를 포함한 4개국은 증가율이 3배에 육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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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안전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고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현금에 대한 신뢰가 기타 수단보다 우위에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금 접근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최근 은행 등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ATM 및 지점 축소 등 현금취
급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
여 금융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거나, 자연재해 등 유
사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서 현금 화폐는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과 공적 화폐유
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금 사용자에 대한 제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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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아직 일부 국가에서 연구 및 추진 단
계에 머물고 있어 개념정의도 진행중이나 대체로 “중앙은행의 부채가 되는 가상
의 지급수단으로서 해당국의 화폐액면으로 표현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지급준비
금이나 결제계좌와는 다른 신개념의 화폐로 이해된다.”134)

즉,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서 중앙은행의
부채이자 법화성이 보장되며 교환의 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 기능을 모두 수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CBDC는 기존 현금과 함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급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BDC의 구현에 있어서는 CBDC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식 등이 모색되게 될 것인데 국제결제은행
(BIS)135)은 CBDC가 취해야 할 3대 기본원칙(foundational principle) 및 이를 구
현하기 위한 14개 핵심요소(core features)를 제시하였다. CBDC의 토대가 되는
중앙은행 업무수행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의무인 통화와 금융안정에 기여하여야 하며 통화정
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화폐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화폐 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BDC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현금, 지급준비금 등)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

13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BIS, 2020, p.3. 이하 동일
135) 2020년 캐나다, 영국, 미국 등 7개 중앙은행 참여하에 검토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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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민간 통화(상업은행 계좌 등)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더욱이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현금 지급을 유지해야 한다.

■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CBDC도 중앙은행이 통화가치와 금융안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써 법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발권업무 수행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며, 기
존 법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나아가 민간의 자생적 지급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기존의 현금 유통망 서비스를
CBDC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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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14개 핵심요소(core features)
Instrument features
① Convertible

CBDC는 현금 및 상업은행 통화와 1대1로 교환 가능해야 한다.

② Convenient

사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금사용,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와 같이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③ Accepted and Available

현금과 마찬가지로 상품구입,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사
용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 거래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④ Low cost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System features
⑤ Secure

CBDC 시스템과 참여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위변조 시도 등에 효
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⑥ Instant

CBDC 시스템은 (거의) 즉각적인 결제 완결성을 제공해야 한다.

⑦ Resilient

시스템 운영장애 및 중단, 자연재해, 정전 등에 대비 가능해야 하
며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결
제가 가능해야 한다.

⑧ Available

사용자는 언제든(365일 24시간 내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⑨ Throughput

대량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⑩ Scalable

거래량 급증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⑪ Interoperable

CBDC 시스템은 CBDC가 여타 지급수단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⑫ Flexible and Adaptable

환경과 정책 변화에도 CBDC 시스템은 이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
경될 수 있어야 한다.

Institutional features
⑬ Robust Legal Framework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⑭ Standards

CBDC 시스템과 참가 기관들은 적용 가능한 규제 표준을 준수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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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향후 연구과제

1. 주화-은행권 경계 조정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방법을 지폐로 할지 동전으로 할지 제
약 없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발권당국은
지폐와 동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고 각각 얼마만큼씩 공급되어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10원화, 5원화, 1원화가 발행될 당시 은행
권은 500원, 100원, 50원이 존재하여 은행권 3종, 주화 3종의 체계
를 갖추고 있었다. 이후 은행권이 주화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00원화
(1970), 50원화(1972), 500원화(1982)가 추가되었고 은행권은 최근
50000원권이 추가되면서 현재 은행권 4종 주화 6종의 체계가 사용되
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은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7종의 은
행권이 있고 주화는 cent라는 소액 화폐단위를 사용하여 1센트부터
50센트까지 5종의 주화가 있다. 캐나다, 홍콩, 호주도 은행권은 달러,
주화는 센트 단위를 사용하며 영국은 은행권에 파운드와 주화에 페니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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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국의 화폐는 저액면의 주화와 고액면의 은행권으로
구성된다. 이중 최고액면 주화와 최저액면 은행권의 액면을 주화-은
행권 경계(coin-note boundary) 액면이라 한다. 화폐의 적정 액면체
계는 해당 국가의 화폐사용 관습과 편의, 여타 지급수단과의 관계, 물
가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화와 은행
권의 적정 액면경계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다.

귀납적 기준(heuristic criterion)에 의한 화폐액면체계의 적정성 평
가 방법을 제안한 L. C. Payne과 H. M. Morgan은 일평균 임금(D)을
기준으로 주화-은행권 경계는 일반적으로 D/50에서 D/2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Peter Koeze는 주화-은행
권 경계의 기술적 기준(technical criterion)으로 은행권의 평균 순환
주기에 대한 평균 수명의 비율(ratio of the average life to the mean
cycle time of banknotes)을 제안하면서 그 비율이 1에 수렴할 때, 즉
평균 수명이 평균 순환 주기에 접근할 때에 은행권의 주화 대체를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Roberto Mori는 주화-은행권 경계
는 중앙은행이 기존의 기술적·조직적 체계에서 더 이상 은행권 발
행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Peter Koeze,
「A New Technical Criterion for the Note-Coin boundary」, De
Nederlandsche Bank NV,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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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은행권 경계는 그 역할과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하
지만 세월이 지나면 화폐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생
긴다. 인플레이션이 누적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기존의 최저액면
은행권이 거스름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져 유통수명이 단축되
고, 이에 따라 발권당국의 화폐제조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필리핀, 가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은행권 일부가 주화로 대
체되면서 주화에 보조 화폐단위와 은행권에 쓰이던 주 화폐단위가 혼
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주화 간 상향경계면 조정
국가

기존 주화액면

경계면 조정 후 주화액면

비고

필리핀

1-5-10-25 센티모
1-5-10 필리핀 페소

1-5-10-25 센티모
1-5-10-20 필리핀 페소

(2019.12월 발행)

가 나

1-5-10-20-50 페세와
1 세디

1-5-10-20-50 페세와
1-2 세디

(2019.11월 발행)

우크라이나

1-2-5-10-25-50 코피카
1 흐리우냐

10-50 코피카
1-2-5-10 흐리우냐

1, 2, 5, 25 코피카 유통정지
(2019·2020년)
1, 2, 5, 10 흐리우냐 발행
(2018·2019·2020년)

카자흐스탄

2-5-10-20-50 틴
1-2-5-10-20-50-100 텡게

2-5-10-20-50 틴
1-2-5-10-20-50-100-200
텡게

(2020.1월 발행)

1-5-10-25-50-100 할랄라
1-2 리얄

1, 2 리얄 발행(2016년)

1-5-10-25-50 센타보
1-2-5-10 페소

1, 2, 5, 10 페소 발행
(2017·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1-5-10-25-50-100 할랄라
아르헨티나

1-5-10-25-50 센타보
1-2 페소

주요국 최고액면 주화, 최저액면 은행권을 살펴보면 각국의 금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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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건에 따라 액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위스
의 5프랑(약 5달러) 주화와 10프랑(약 10달러) 은행권이 액면 가치가
가장 크고, 인도네시아의 1000루피아(약 7센트) 주화 및 은행권의 액
면 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주화의 액면체계는 주화가 지나치게 많고
은행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주화 액면금액 책정의 적정성에 있
어서도 고액면 주화(500원) 및 저액면 은행권(1000원)은 주요국의 주
화 대비 중간 수준으로 은행권-주화 간 경계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
다. 하지만 1000원권을 주화로 대체할 경우 우리나라의 은행권은 3
종, 주화는 7종이 되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

결국, 은행권-주화 경계면의 적정성과 제조비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계면 조정이 실행되려면 먼저 구매력을 상실한 10원, 5원,
1원화 액면의 폐지와 새로운 은행권 액면의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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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최고액면 주화 및 최저액면 은행권
(해당 통화, 미 달러)

최고액면 주화
국가

최저액면 은행권

액면금액

미 달러 환산1)

액면금액

미 달러 환산1)

1

1.00

1

1.00

미국
캐나다

2

1.53

5

3.83

멕시코

20

1.06

20

1.06

브라질

1

0.25

1

0.25

아르헨티나

10

0.17

10

0.17

유로 지역

2

2.24

5

5.60

영국

2

2.62

5

6.56

스위스

5

5.16

10

10.33

러시아

10

0.16

5

0.08

호주

2

1.40

5

3.50

일본

500

4.59

1000

9.20

중국

1

0.14

1

0.14

인도

10

0.14

5

0.07

인도네시아

1000

0.07

1000

0.07

사우디아라비아

2

0.53

5

1.33

터키

1

0.17

5

0.84

남아프리카공화국

5

0.35

10

0.71

한국

500

0.42

1000

0.85

중간값

-

0.48

-

0.93

주: 1) 2019년말 환율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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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정지제도 법률 규정의 마련

화폐의 유통정지136)는 법률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법화의 지위를
박탈하여 가치보장을 정지시키고 종국적으로 통용을 중지시키는 법
률행위를 말한다.

통화조치와 같이 화폐의 위조나 탈세 등 범죄행위 또는 부정부패에
대처하거나 지하자금 양성화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
폐의 유통을 정지시키는 등 유통정지의 사유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킬 때에는 그 목적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설
정함으로써 해당 화폐 소유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
다.137)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폐의 유통정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
서 현용화폐나 그밖에 한국은행이 발행을 중지한 화폐를 유통정지 시
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
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체계

136) 영문용어는 통용폐지 또는 폐화를 의미하는 ‘demonetization’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화성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cease to be legal tender’라고 한다. 유통정지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인 발행중지(discontinuance
of issue)는 중앙은행이 그 재량이나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특정 화폐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
며, 그 특정 화폐의 법화 지위나 강제통용력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정지는 발행
정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37) 스위스의 경우 새 화폐를 발행할 경우 기존 화폐를 6개월 정도 후에 유통정지 시킨 후 20년간 중앙은행에
서 새 화폐로 교환해 주며, 회수되지 않은 유통정지 화폐 분은 자연재해원조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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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을 만든 1962년의 「긴급통화조치법」은 당시 「헌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제화한 결과이다. 그
결과 1962년 이후 발행된 모든 화폐는 현재까지 법화의 지위를 유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에도 화폐의 유통정지에 관
한 법률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현용화폐는 연방준비권(Federal
Reserve Note)과 합중국주화(U.S. Coin)가 있지만, 극히 일부이
긴 하나 연방준비은행권(Federal Reserve Bank Note), 국법은행권
(National Bank Note), 합중국지폐(United States Note)도 여전히 법
정화폐이다.138) 일본은 1885년에 일본은행이 발행한 1엔권을 비롯한
여러 액면의 은행권이 현재 발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여전히 법화의 지
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차례 실시된 유통정지는 모두 별도 법률이나
칙령에 의거하였다.139)

한편 영국의 경우 「통화와 은행권법(Currency and Bank Notes Act
1954)」에 따라 영란은행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런던과 에든버

138) 연방준비권은 연방준비제도가 출범한 1914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지만, 미국 발권은행의 복잡한 역
사를 반영하여 합중국지폐는 1862〜1971년, 국법은행권은 1863〜1935년, 연방준비은행권은 1915〜1934
년까지 발행되었다.
139) 1차는 1927년(쇼와 2년) 「태환은행권정리법(兌換銀行券整理法)」에 따라, 2차는 1946년(쇼와 21년) 「일본
은행권예입령(日本銀行券預入令)」(勅令)에 따라, 3차는 1953년(쇼와 28년) 「소액통화의 정리 및 지불금의
단수계산에 관한 법률(少額通貨の整理及び支拂金の端數計算に關する法律)」에 따라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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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및 벨파스트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은행권의 유통을 정
지시킬 수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정책이사회의 결정
(decision of the Governing Council)을 유럽연합(EU) 관보와 기타
매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은행권의 유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새 화폐 발행으로 기존 은행권을 대체하는 주된 이유는 은행권 위조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은행권 위조와 같은 범죄행위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조기술에 취약한 기존 은행권을 위조방지장
치를 강화한 새 은행권으로 신속히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새 은행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발행된 지 오래된 이질적인 은행권
이 병행 유통되면 사용자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현금취급기기 운용 등
에도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각국 중앙은행은 새 은행권
을 발행하면서 이전 은행권을 최대한 빨리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그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행된 은행권의 유통을
정지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유럽중앙은행 사례와 같이 사안별 별도의 법
률제정 없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특정 화폐의 유통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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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폐의 공공성 보완

내 지갑에 있는 화폐는 내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원하는 대로 처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마음대로 찢거나 태울 수 있는가? 그 정도
는 아니지만, 지폐로 학을 접어 케이크를 장식한다든지 주화를 녹여
목걸이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은행은 특정 액면의 지급을 요청하
는 고객에게 반드시 응하여야 할까? 금고가 좁고 동전을 세고 옮기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동전을 예금으로 받아야 할까? 또는 교환에
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는 화폐의 공공성
에서 비롯된다. 과연 화폐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공공재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
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즉, 공공재
는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서 비
경합적(non-rivalrous)이며, 그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이용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배제적(nonexcludable)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는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공급된다. 화폐는 가치저장 수
단으로 사용될 때는 사유재의 성격을 띠지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는 사용이 법에 의
해 강제되는 지급수단으로서 국가의 신용을 전제로 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236

제4편 화폐의 미래와 과제

화폐의 공공적 특성
구분

주요 내용

발행 주체

공적 주체 - 국가나 경제공동체 또는 관련 기관

사용 주체

모든 경제주체

목적

공공의 이익 - 경제적 유통, 사회적 소통, 국가 정체성의 확립 등

절차

공적인 절차 -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재화 특징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러한 공공적 특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상당하고 특히 서구와는 그
차이가 매우 큰 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공공재의 특성이 강하다. 서구
에서는 현대 화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이 개별 은행이 발행하
던 결제 수단이 발전한 것이어서 공급자와 수령자 간 약속으로 인식되
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은행권을 발행한 은행이 파산하여 청구권
이 소멸한다든가, 이의 품질을 보장한다든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
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중앙은행과 정부라는 발권당국이 책
임지고 발행, 유통, 폐기시키므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 널리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은행권 디자인을
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의견이 중시되는 반면 서구에서는
발권당국의 재량이 넓은 편이다. 유통은행권의 품질 수준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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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비용 측면을 좀 더 중시하는 반면 우리나
라에서는 깨끗한 품질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 또한, 주화의 경우 은행
들이 많은 양의 주화를 교환하려고 할 때 서구에서는 비용 부담을 하
지 않으려면 불편을 감수하려는 의식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
앙은행과 은행이 당연히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반대
로 위폐에 대해서는 서구에서는 이를 수령한 사람의 손실이라는 측면
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는 발권당국과 경찰이 위폐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역사적 환경의 소산인 만큼 한국은행은 화폐의 공
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고려하여 화폐 서비스를 더욱 높
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물량의 화폐를 공급하고, 유통에 부적합한 화폐는 조기
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또한, 위조화폐 유통방지, 화폐사용에 대한 주
기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에도 힘쓰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렴하고 빠른 비현금결제수단이 속속 등장하면
서 이와 같이 독점적이며 대가 없이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
하던 화폐발행 및 관리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는 현상이 확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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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융 인프라에 취약한 계층의 화폐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화폐의 제조, 발행,
폐기를 제외한 화폐의 보관, 운송, 정사업무를 민간에 이전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화폐정사업무를 현금
취급회사(CIT)와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제공 서비스
범위도 적정한도 내로 제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
하는 중앙은행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은
손상화폐 분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스웨덴 중앙은행은 화폐 서비
스 효율화를 위해 화폐취급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은행에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화폐 서비스를 상당 부분
감축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의 현금 접근성이 크게 나빠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중시되는 부분이나 민간의 자율
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화폐 서비스의 공공성을 점차 완화해
가면서도 금융 인프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성을 강화
하는 지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화폐의 공공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에
있어서는 통념에 벗어난 부주의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 교환 수수료
를 부과하는 등 개인도 공공재인 화폐를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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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상점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현금취급 기피 현
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수수료 부과를 인정하는 반면
일정 선에서는 현금취급서비스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장
치도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화폐유통 서비스의 효율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화폐를 수취한
후 손상 정도, 위조 여부, 장수 확인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
련의 화폐취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화폐의 수납, 진위판별, 장수확인, 계산 및 기장을 처리
하는 화폐취급업무는 노동집약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 소득의 증가, 교육 수준의 향상, 기계장비 사용의 일반화 등
으로 노동집약적 업무구조를 탈피하여 기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
향이 되었다. 화폐취급기기의 고속 및 대량 취급능력을 감안할 때 화
폐취급업무의 처리물량 확대는 물론 화폐취급기기도 집중하여 운용
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다.

최근의 화폐센터(cash center)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화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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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과 비교해 대량의 화폐취급 서
비스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일관공
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기존의 화폐센터를 더욱 확대한 집중
화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에서는 발권국 내의 하부조직
으로 이를 운영하기에 발권센터(cash operations center)라고 부르
고,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정사에 초점을 맞추어 화폐정사센터(cash
processing center)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화폐센터는 영국처
럼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중앙은행이 관리·감독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거나 싱가포르처럼 중앙은행이 지정한 민간이 화폐센터
를 운영하기도 한다.

현재 화폐의 수납(입금)·지급(출금)·보관·정사·폐기·소각 등의 화폐
취급업무의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여 일관공정으로 처리하는 사
례로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은행의 토다(戶
田) 발권센터를 들 수 있다. 이보다 앞서 1992년 완공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of NY)의 화폐센터(East Rutherford Operation
Center)는 화폐의 보관 및 이송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으나, 샌프란
시스코 연방준비은행(FRB of SF)의 화폐센터(Phoenix Processing
Center)는 화폐이송에 무인 운반차(AGV) 운영 이외에는 한국은행의
화폐정사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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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 중앙은행의 화폐센터는 화폐 보관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였으
나 그 수급업무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2011년 완공
된 중국인민은행의 화폐센터(PBOC Beijing Key Vault)는 화폐정사
업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여 일본은행의 토다 발권센
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이 화폐센터를 집중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
은 대부분의 경우 화폐수급 물량이 증가하여 기존 발권조직과 시설로
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완전 자동화 화폐센터(예시)

① 화폐수급창구(receiving and shipping)

⑤ 화폐취급업무 사무실(commissioning)

② 화폐정사 전후의 작업 사무실(pre- and post-processing)

⑥ 자동화 금고(storage)

③ 무인 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⑦ 소각설비(destruction)

④ 화폐정사실과 은행권 자동정사기(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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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화폐센터 운영 사례
구분

FRB of NY

일본은행

헝가리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

목 적

화폐의 수급량
증대에 대처

화폐의 수급량
증대에 대처

안전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

화폐의 수급량
증대에 대처

완 공

1992년 5월

2002년 4월

2007년

2011년 6월

53천㎡

31천㎡

57천㎡

n.a.

연 38천㎡

연 52천㎡

13천㎡

52천㎡

완전 자동

보관업무 전부 및
정사업무 일부는
자동, 이송업무는
수작업 병행

일부 정사업무
이외는 모두
완전 자동

규모

부지
건물

자동화
수 준

보관·이송업무
자동화,수급업무
전부와 일부
정사업무는 수작업

한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2001년부터 화폐의 순환과정
에서 제조화폐의 공급(발행)과 손상화폐의 폐기·소각업무만 수행하면
서 유통화폐의 청결도 유지와 위조화폐의 유통 방지를 도모하는 NCS
체제(Note Circulation Scheme framework)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NCS 회원사들은 영란은행이 관리·감독하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의 28개 NCS 화폐센터를 이용하여 화폐가 손상되어 영란은행에 다시
입금될 때까지 그 유통과 정사, 보관 등의 화폐취급업무를 수행한다.
NCS 회원사는 스코틀랜드의 발권은행인 Royal Bank of Scotland, 상
업은행인 Barclays Bank와 HSBC Bank의 합작회사로 화폐정사와 현
송을 전업으로 하는 Vaultex UK Ltd, 화폐정사와 보안업무를 전업으
로 하는 G4S Cash Centre(UK) Ltd, 및 Post Office Ltd. 등이 있다.
은행권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화폐센터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이들 NCS 회원사와 화폐수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
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140)
140) H elen Allen and Andrew Dent, 「Managing the circulation of banknotes」,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2010 4Q, 2010, p.307. 및 「Code of Conduct for the Authentication of MachineDispensed Banknotes」, Version 3.1, Bank of England,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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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집중 화폐센터의 운영으로 발권업무의 효율
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관련 업무의 자동화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대량의 화폐를 집중하여 일괄 처리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
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화폐정
사와 현송 등의 화폐취급업무를 외주화(outsourcing)하여 광역단위
로 수행하면서 현금취급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화폐센터의 대형화, 집중화의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집중
화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발권업무 집중
화에 따라 초래되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대규모 화폐센터 구축에 이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금 수요의 증가 추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화폐센터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발권업무 집중화에 따른 관할지역의 광역화로 금융기관이 부
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중앙은행이 다수의 소규
모 화폐센터를 줄이고 소수의 집중 화폐센터를 늘이게 되면 시중은행
등 현금취급기관은 더 많은 현금수송 위험에 노출되고 비용 부담도 증
가한다. 결국, 화폐취급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는 금융기관
의 비용 증가로 그 의미가 퇴색된다. 나아가 영란은행의 예와 같이 민
간이 화폐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화폐유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 편의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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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율성의 측면이 서로 맞물려 있음에 따라, 효율을 추구하되 그 과
정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이 희생되지는 않는지 또는 희생되더라도 감
내할만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인 중앙은
행과 현금취급기관 간 절충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용자 차원에서도
비용 부담이나 불편 감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5. 기념주화 발행의 개선사항

은행권과 주화는 거래 시 교환의 매개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그림
등 디자인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주화의 경우 금속 가공품으로 심미
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여 처음부터 수집용도
로 기획·제조하는 주화를 기념주화라고 한다.141)

기념주화는 국가적인 행사나 역사적 사건 등을 모든 국민과 함께 기
념 또는 추념하거나 훌륭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이러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발행된다. 최근에는 사건의 기념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연이나 문화유산 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획성 기념주화
는 물론 기념은행권도 발행되며, 특별법에 의해 올림픽 등 국가적 사

141) 엄밀하게는 수집용 주화(numismatics)라고 불러야 하며 현용, 소장용, 불리온, 기념주화를 모두 포함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념주화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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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념주화는
대부분의 경우 그 크기, 모양, 소재 등이 일반 유통용 화폐와 다를 뿐
만 아니라 소장용품으로서의 가치가 중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인 1971년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주화는
기획성 주화라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1975년 광복 30주년 기념주화
이래 2006년 한글날 국경일 제정 주화까지 행사성 기념주화만 발행되
었다. 2007년 전통민속놀이 시리즈를 계기로 기획성 주화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발행 횟수와 종류가 다양화되고 정례화되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최
초의 기념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기념은행권 발행이 이처럼 늦었던 것
은 은행권의 제조에 소요되는 기본 준비과정이 2년 이상 소요되고 인
쇄판 제작과 시험인쇄과정에 많은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념은행
권은 대량 발행시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므로142) 우리나라와 같이 기념
화폐 시장이 협소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념주화 발행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와 호주 등

142) 은
 행권은 인쇄물이므로 여러 장의 인쇄판이 제작되어야 하고 새로운 은행권 용지, 잉크 개발, 위변조 요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제품 인쇄, 인쇄적성 확인 및 교정과정에서 최소 50만장 이상의 시험인쇄과정
을 거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은행권은 230만장이 발행되었지
만, 제조비는 본 제품인쇄보다는 위 언급한 준비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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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연간 60종 이상의 기념주화를 발
행하고 있다. 또한, 기념주화 제조·판매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등 용이하게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념주화 발행이 활발한 것은 풍부한 귀금속 매장량을 바탕으
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념주화 수집문화가 형성되었던 역사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기념주화 발행 권한이 의회
나 내각에 있고 발행 절차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등 경직적
인 기념주화 발행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연간 10〜19종의 기념주
화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기념주화 발행 제도
주화 제조기관
국가

발행 주체

캐나다

국립캐나다
조폐창

호주

재무성

기관명

형태

국립캐나다
조폐창

정부출자
주식회사

영리를 위한 주화의 제조 및 부대업무
가능

영리행위 여부

국립호주
조폐창

연방정부
산하기관

호주 연방정부 비영리기관

Perth Mint

연방정부
산하기관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로
영리기관

중국

중국인민은행

중국금폐총공사
(CGCI)

중앙은행
산하기관

중국인민은행이 기념주화 종류 및 발행
량을 결정

미국

재무부

U.S. Mint

연방정부
산하기관

법정 초과수입은 재무부의 일반기금으
로 환입

한국은행은 2012년 한은법에 기념화폐 발행조항이 신설된 것을 계
기로 기념주화 발행 횟수를 크게 확대하고 재질 및 형태 등 디자인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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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념주화 시장은 크게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념주화 수집 인구는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
분 40~50대의 수요층에 편중되어 있다. 기념주화가 일회성 ‘기념품’을
뛰어넘어 문화생활의 매체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장품’으로 자
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수집시장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 제조사와의 경쟁을 통한 기념주화 제조기술의 향상, 양질의 기념
주화 공급을 통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 확대, 발행 절차의 간소화 그
리고 2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때 독도(2005년, 우간다), 김수환 추기경(2009년, 라이베리아),
김연아(2010년, 투발루) 등 우리나라의 인물 또는 지형을 도안 소재로
한 기념주화가 해외에서 발행되어 역수입되는 등 논란이 있었고143),
각종 해외발행 기념주화가 고가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하
는데 이는 국내 기념주화 발행 절차의 경직성과 주화의 품질이 수집가
의 요구수준에 미달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도안소재를 적용한 해외 조폐기관의 기념주화
연도

국가

기념주화명

2005

우간다

대한민국의 섬 독도

2009

라이베리아

김수환 추기경

2010

투발루

김연아

발행 내역
- 화종 : 은화
- 액면가 : 2000실링
- 화종 : 은화
- 액면가 : 10달러
- 화종 : 금화, 은화
- 액면가 : 금화(25호주달러), 은화(1호주달러)

143) 이러한 기념주화가 화폐 매매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에도 현행법상 기업 등의 영리행위인 수
입을 막거나 유통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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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념주화 발행 종수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발행이 활발한 국가에 비하면 현용 화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 등 다소 번잡한 것도 사실이다. 주화의 경우 디자인 준비
부터 발행일까지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은행권의 경우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사전적으로 발행수요를 예견하고 대
처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발행 시일이 넉넉하지 않으면 디자인 수
준이 낮아지거나 발행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
다. 따라서 기념화폐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외업체를 포함한 공개 입
찰 도입 등 발행 절차의 유연화를 통해 기념주화 제조의 완성도를 높
이고 발행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수집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화폐사 연구의 필요성

화폐는 제도 이전에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
래를 편리하게 하려는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과거 우리
조상의 활동영역인 대륙과 한반도에서 고대 물물화폐가 발견되는 것
은 원시사회부터 원격지의 사람들과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의 편의성, 가치의 저장 및 과시 등의 목적으로 희소물자를 이용한 화
폐를 제작·도입하여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역사적 변천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화폐의 종류와 가치, 유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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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화폐사용과 유통의 변천을 추적하여 그것이 선인(先人)의
경제생활 및 사회구조에 갖는 의미를 찾는 화폐사 연구는 우리 역사
속 경제의 발달상을 그려내는 데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다.144) 화
폐사 연구는 우리나라 역사상 화폐의 유통, 역할, 영향 등 한국사에서
화폐가 지닌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화폐의 연혁과
화폐제도 발전과정을 밝히고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66년
처음 발행한 『한국 화폐사』를 4차에 걸쳐 증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근·현대화폐사』를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 화폐사』(원유
한), 『개항기 근대적 화폐제도의 형성에 관한 고찰』(배영목), 『한국화
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박평식) 등 학계의 화폐사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는
외국에 비교하여 자료와 연구 실적이 크게 부족하다. 일본은행의 경
우 화폐사 연구를 전담하는 “역사연구과”를 금융연구소 내에 설치하

144) 박평식, 「한국화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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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화폐박물관 운영, 아카이브 구축을 전담시키고 있다.145)

역사는 선인의 장대한 실험으로 쌓아둔 웅대한 지식의 더미이다.
화폐사 연구는 목전의 금융경제와는 멀어 보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제
대로 간파하는 중요한 단서다. 학계에서는 한국화폐사에 더 많은 관
심을 갖고 연구자를 더 많이 확충하여야 하겠고 한국은행도 소장 자료
를 확충함과 동시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내 연구 인력 충원
등 한국 화폐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145) 일
 본은행이 소장한 화폐 관련 실물이나 자료는 19만점에 달하고 이들 소장품을 디지털화하여 손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행 내 화폐사 연구 전담 인력만도 7명에 달하며, 화폐사 연구 학자들로 구성된
“화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학계의 연구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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