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2006. 8

한 국 은 행

머 리 말

한국은행은 1994년에 『한국의 화폐』(증보판)를 발간한 이후 많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 진전된 화폐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2004년 12월 『일제시대 및 해방 이후 한국의 화폐』를 먼저 발간하였습니
다.
본서는 『일제시대 및 해방 이후 한국의 화폐』의 후속편으로 동국대학
교 명예교수인 원유한 선생이 당행의 연구용역에 의해 완성한 연구 결과물
인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
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헌창 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집필에서는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평
이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글을 전용하되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
우에는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또한, 참고문헌과 대한제국
까지의 화폐⋅금융 연표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폐의 품질 향상은 물론 화폐제도의 발
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8월
발권국장 김 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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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대 및 삼국 시대
제1절 고대의 화폐
1. 선사 시대
지금까지 국내 각지에서 발견된 석기 시대 유물로 유추해 볼 때, 우리나
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부터였다고 추
정된다.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어로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물가에 살았으
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법을 익히고 정착 생활을 하였으며 그 전 시
대보다 향상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당시의 유물 중 화폐의 형태를 갖춘 것이 발견되지 않아 물물
교환이 지배적이고 무기(화살촉 등), 생산 도구, 곡물 등이 물품 화폐로서
소규모로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2.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필수품을
물물 교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직접 화폐를 주조·유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찍부터 화폐 제도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
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평안북도 위원과 영변, 평안남도 영원, 전라남
1)

도 강진 등에서 당시의 유물로 보이는 명도전(明刀錢) 이 발견되었다. 명도
전을 비롯한 고대 중국 화폐들은 수매씩 끈으로 묶이거나 항아리 등에 담
긴 채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그 당시 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유통되기보
다는 재산 보존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조선의 8조
법금(八條法禁) 중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3개 조항의 하나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종이 되게 하되 속죄
하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
者人五十萬)”의 50만이 반드시 명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화폐
1) 중국 주나라 말 전국 시대에 연, 조에서 유통된 도전(刀錢)으로 표면에 ‘명(明)’자가 새겨져 있어 명
도전으로 불림. 후장(厚葬) 풍속에 따른 부장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나라 시대 화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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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가 상당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한사군 시대
B.C. 108년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는 고조선 지역에 낙랑, 진번, 임
둔의 3군을 두고 B.C. 107년에는 예(濊)의 땅에 현도군을 두는 등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한사군은 토착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으나 313
년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약 400년간 존속하면서 정치, 경
제, 문화는 물론 화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2)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군의 유적에서 다량의 오수전(五銖錢) 과 그 주형
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당시 한사군 지역에서 중국 화폐가 통용됨은 물
론 직접 주조까지 하였으리라 추측된다.
3)

또한 A.D. 14년 중국에서 주조된 주화인 화천(貨泉) 이 김해 조개무지에
서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화폐가 낙랑을 통해 유입되어 남해안 지
방까지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6년 제주 지방에서 출토된 오수
4)

전, 화천, 대천오십(大泉五十) , 포화(布貨) 등 중국의 옛 돈은 제주도 토착
민들이 마한, 진한과의 교역 과정에서 가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한사군 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적지 않은 수량의 한나라 때 화
폐가 유입·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삼한 시대
삼한 시대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로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삼베를 생산하는 수공업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 결과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교환 거래가 그 전보다 활발
해짐에 따라 종전의 물물 교환 방식 대신에 상품 화폐를 매개로 한 간접
교환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가장 먼
2) “오수(五銖)”라는 두 글자가 표시된 돈으로 수(銖)는 약 0.65g으로 추정되는 무게의 단위를 나
타내는데, 한나라부터 수나라까지 약 900년에 걸쳐 형식이나 글자체가 달라지며 다양한 모양
으로 주조된 돈을 총칭함
3) 중국 전한(前漢) 말기 왕망(王莽, BC 45 ～ AD 23년)의 집권기에 주조된 것으로 알려진 동전으로
원형의 가운데에 네모 구멍이 뚫려 있으며 “화(貨)”⋅“천(泉)”의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음
4) 화천과 함께 왕망 집권기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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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등장한 것이 생활필수품인 곡물과 직물이었다.
『후한서(後漢書)』의 진한조(辰韓條)에는 “제반 무역은 모두 철로써 화폐
[貨]를 삼는다”고 하였고, 『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 변진조(弁辰條)
에는 “나라에 철이 산출되어 한(韓)·예(濊)·왜(倭) 모두 그것을 취하며, 무릇
매매는 모두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돈[錢]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또
한 두 군(郡)에 공급한다”고 했다. 변한, 진한에서 생산된 철은 판상철부(板
狀鐵斧)나 덩이쇠[鐵鋌]의 형태로 산지와 그 주변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 한나라 군현에도 공급되었다. 경상도 지방에서 생산된 철은 김
해에 모여서 국내 각지는 물론 일본으로도 활발히 배급되었다. 대량 생산과
활발한 대외 교역을 토대로 철이 대내외 교역에서 화폐로 기능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철은 주화가 아니라 칭량화폐(稱量貨幣)였다. 덩이쇠는 크기와
중량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가졌고, 5세기가 되면 더욱 규격화되고 소형·경
량화되면서 화폐로서 한층 더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마한의 경우 B.C. 169년(안왕 21년)에 동전을 처음으로 주조하였고, 동옥
저에서도 금은무문전(金銀無文錢)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기록들을 뒷받침할만한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다 금과 은이
상류 사회에서 장식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물품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은전이 유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거의 같은 시기인 한사군 시대에 중국 화폐가 유통된 것으로
보아 삼한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주화와 비슷한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

제2절 삼국 시대의 화폐
1. 사회․경제적 배경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는 발달된 철기 문화의 기반 위에서 각 지방의 부
족 세력이 통합되면서 성립되었는데, 북에는 고구려, 남에는 백제, 신라, 가
야가 건국되었다. 이 시대에는 농업, 목축업, 어업, 수공업 등의 고른 발달
로 생활수준이 그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 농업의 경우 우경(牛耕)과 수
전경작(水田耕作)이 널리 보급되었고 수공업도 견직물, 마직물 등을 짜는
방직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력의 증대로 교환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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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발해져 상업이 크게 번창하였고 수도에서는 시장이 개설되어 곡물과 직
물, 농기구, 무기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특히 수준 높은 철제 무기 등
을 생산하였던 고구려는 금속류의 유통도 빈번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당시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하던 낙랑군이 멸망한 뒤 삼국의 국제
무역도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주로 북조 유목민들과 남조와 교역하였
고, 백제는 남조, 일본과 활발히 교역하였으며, 신라는 한강 하류 지역을 점
령하면서부터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다.
삼국의 수출품은 주로 마직물, 금․은 세공품, 인삼, 모피류 등이었고, 수
입품은 견직물과 귀족의 기호에 맞는 장식품류, 서적, 무기류 등이었다. 또
한 일본과의 무역이 성행함에 따라 삼국의 선진 문물이 일본으로 수출되기
도 하였다.

2. 교환 매개 수단
삼국 시대에는 농업과 수공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고
대외 무역이 활발해졌으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는 물품 화폐인 곡물과 직
물이 주로 사용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곡물 중에서는 쌀과
조, 직물 중에서는 삼베와 비단이 교환 매개 수단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
하였다. 이처럼 곡물과 직물이 화폐 기능을 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고구려에서는 2세기경에 이미 곡물로 이식업(利殖業)을 영위하는
6)

고리대가 성행하였다. 이는 2세기 말 고국천왕 때 진대법(賑貸法) 을 실시
하였다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669년(문무왕 9년)에 고리
대 원곡과 이자를 탕감한 조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이미 고리
대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곡물과 직물을 조세로 징수했다는 사실을 통해 곡물과 직물이 물품
화폐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물품
은 생산이 보편화되어 있고 교역의 매개물로서 적합한 물품이어야 하기 때
5) 신라의 경우 490년(소지왕 10년)에 수도인 경주에 시장이 개설되었고, 이어 509년(지증왕 10년)에
동시, 695년에 서시와 남시가 연이어 개설되었는데, 시장 관리 기구인 동시전(東市典), 서시전 및
남시전이 각각 관리함
6) 흉년이나 춘궁기에 관가에서 비축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수확기에 환납하도록 하는
구휼 제도로서 민간의 고리대에 의한 폐해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음. 고려 시대의 의창, 조선 시대
의 상평, 환곡 등의 제도로 진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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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백제는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세로 명주, 쌀 등을 거
두어들였고 고구려는 곡물, 명주, 삼베 등을 조세로 받아들였는데 빈부의
격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셋째, 곡물과 직물이 물품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성 안에서 포 1필의 시
장 가격이 조 30섬 혹은 50섬이니 백성들이 성대(聖代)라 하였다고 하며
665년(문무왕 5년)에는 견포 1필의 규격을 조정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국
가가 견포의 규격을 조정하였다는 것은 직물이 이미 물품 화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라 고분에서 높은 수준의 금 세공품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
아 당시 금의 유통이 상당히 활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삼한 시대
와 마찬가지로 금·은은 일반적인 교환 매개 수단이라기보다는 상류 계급의
장식용이나 가치 저장 수단, 대외 무역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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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려 시대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918년 왕건에 의해 건국된 고려는 건국 초기에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었
으며 성종 때 비로소 중앙과 지방 관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
하였다. 특히 경종 때 처음 실시되고 목종, 문종을 거치면서 정비된 전시과
7)

(田柴科) 는 조세 체계의 확립과 국가 경제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
다.
고려는 농업을 국가 기본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나 공
업의 발달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다만 수도인 개경에 특권적 좌상(座
商)인 시전이 있었으며 수도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 수요도 늘어나
시전의 규모가 점차 커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넓은 장소에 모여 물물
교환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송과의 무역이 성행하였는데 고려 제일의 무역항인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에는 송과 고려 상선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이 밖에 거란, 여
진, 일본을 비롯하여 멀리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을 하였다. 고려의 수출품
은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문방구, 인삼, 자기, 차 등이었고 수입품은 송으
로부터 비단, 약재, 서적, 거란으로부터는 은, 모피류, 말 등이었다. 또한 아
라비아 상인들은 수은, 향로, 산호 등 이색적인 물품들을 가지고 왔다.
이처럼 고려 시대에는 대외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환 매개 수단으로
여러 종류의 금속 화폐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지방에서는 미·포가 주로
사용되는 등 금속 화폐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
다.

제2절 철전의 유통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조된 주화는 996년(성종 15년)의 철전(鐵錢)인데,
형태가 둥글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방공원형(方孔圓形)으로 꿰
미로 묶어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이듬해 길일을 택하여 발행하였다는 기록
7) 관직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지위에 따라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차등 있게 나누어주는 토지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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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한편 1910년대 초에 발굴된 개성 부근의 고려 고분에서는 ‘건원중보 배
8)

동국’철전(乾元重寶 背 東國鐵錢) 과 무문철전(無文鐵錢)이 출토되었다. 이
두 철전을 비교해 보면, ‘건원중보 배 동국’철전은 주조한 것으로서 두껍고
무거우며, 무문철전은 단조한 것으로서 얇고 가볍다. 그런데 단조주화(鍛造
9)

鑄貨) 는 대량 생산이 어렵고 민간에서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었으므로
법화로서는 적당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무문철전은 부장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건원중보 배 동국’철전을 성종 때 발행
되었다는 철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성종 때 철전이 주조되기는 하였지만, 민간에서는 철전이 불편하여 교환
매개 수단으로 주로 미․포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재위 981～997
년)의 뒤를 이은 목종(재위 997～1009년)은 처음에는 포화의 사용을 금지하
고 주화의 통용을 장려하였으나, 주화의 사용에 대한 민간의 원성이 높아지
자 결국 1002년(목종 5년)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상소에 따라 포화
금지책을 철회하고 전·포 겸용책을 채택하였다. 즉 차나 술 또는 음식을 파
는 관영 음식점에서는 주화만 사용토록 하고, 다른 거래에는 포화를 마음대
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화는 점차 유통되지 않고 사라졌으며
결국 곡물이나 포화가 일반적인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는 종전의 상태
10)

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고려에서 명목 화폐인 철전을 주조․유통시키기까지는 중국 송나라
의 적극적인 화폐 유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송의 동
전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제 교역에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
라, ‘건원중보’와 같이 중국 동전의 이름을 가진 주화가 고려에서 주조되고
뒷면에 “동국(東國)”이란 문자를 표시한 사실을 통해 고려의 주화 주조에 미
친 중국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8) 앞면은 당나라 숙종의 건원 연간(756～762년)에 발행된 화폐를 모방하여 “건원중보”라는 이름
을 새겼으나, 뒷면에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동국(東國)”이라는 문자가 위아래로 표시되어 있
음
9) 금속을 가열하여 망치 등으로 두드려서 만든 주화를 일컬음
10) 1014년 삼사(三司)에서 물가가 등귀하여 추포 1필 값이 쌀 8말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기록에서 추포
가 가치 척도의 중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칭량 화폐와 비교하면 옷감으로 쓰기 어려
울 정도로 조악한 삼베인 추포가 교환 수단으로 널리 쓰였다는 사실은 명목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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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전의 유통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인 철전이 발행(996년)된 지 약 100년이 경과한
1097년(숙종 2년)에 주화 사용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즉 곡물과 포화
가 일반적인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당시에 교환 경제가 점차
활발해진 데다, 곡물과 포화 사용에도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
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송에 유학하던 중 주화 사용의 편리함을 체험한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
국사 의천(義天, 1055～1101년)은 주화의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주화 사용의 이점으로 첫째, 운반이 편리하다는 점, 둘째, 곡물이나 직물처
럼 협잡(挾雜)을 부릴 수 없다는 점, 셋째, 관리들의 봉급을 돈으로 지급하
면 미곡이 남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는 점, 넷째, 조세로 징수하는
쌀과 포화는 부패, 화재, 충해 등으로 저장하기 어려우나 주화는 그러한 우
려가 없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열거하였다.
결국 논란 끝에 주화의 사용이 결정되어 1097년(숙종 2년) 우리나라 최초
로 주전관(鑄錢官)을 설치하고 주화 주조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토록 하
였다. 그 후 1101년(숙종 6년)에 주전도감(鑄錢都監)에서 백성들이 주화 사
용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종묘에 고할 것을 상주하는 한편 은병
(銀甁)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은병은 그 가치가 너무 커 소액 거래
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듬해인 1102년(숙종 7년)에 고주법(鼓鑄
11)

法) 을 제정하여 동전(銅錢)인 해동통보(海東通寶)를 발행하였으며, 경내에
관설 음식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로 그 대가를 지불케 하는 등 동전 사용
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숙종 때 은병과 해동통보가 각각 고액 화폐
12)

와 소액 화폐로 상류층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그러나 농민 등 일반 백성

들은 여전히 곡물이나 직물 등 물품 화폐를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숙종 때의 화폐 유통 정책은 그의 뒤를 이은 예종(재위 1105～1122
년) 때 신하들의 반발로 힘을 잃게 됨에 따라, 결국 은병이나 해동통보도 성
종 때의 철전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여 종전처럼 곡물이나 직물이 주요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1) 풀무질로 구리․쇠물을 녹인 물을 주형(鑄型)에 넣어 주전과 활자를 만드는 방법임
12) 해동통보 외에도 주조 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해동중보, 해동원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
보, 동국중보 등의 유문전(有文錢)이 고려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이들 동전이 해
동통보와 같은 시대인 숙종 때나 그 후에 주조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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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은화의 유통
1. 은병
은병(銀甁)은 1101년(숙종 6년)에 주조·유통된 화폐로서 이 당시의 은병
에는 국가가 순도와 중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표인(標印)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법화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병은 은 1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병의 형태로 주조된 것으로 활구(濶口)라고도 하였
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인 은병은 현재 실물이 전해
지지 않아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당시 은은 세계적인 거래 수단이었으며 국제 무역이나 국내 상업 거래에
서 일반적인 가치 척도로 사용되었는데, 은 1근으로 주조된 은병은 국제 무
13)

역 등의 거액 거래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계림유사(鷄林類事)』 에
따르면 은병의 주조가 실제로는 은 1근(16냥)에 크게 못 미치는 은 12.5냥,
동 2.5냥을 혼합하여 이루어졌으며 동을 섞음으로써 공인의 품삯을 충당했
다고 한다. 은 1근에서 1냥이 부족한 것은 화폐 주조 차익을 증대시키기 위
한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순도를 낮춘 은병의 주조는 민간의 도주(盜鑄)를
부추기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국가에서는 쇄
은, 소은병, 은전 등을 유통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1282년(충렬왕 8년)에는 은병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곡과의
교환 비율을 공표하였는데, 은병 1개의 가치를 개경에서는 미곡 15～16섬,
14)

지방에서는 18～19섬으로 정하고 경시서(京市署) 로 하여금 매년 그 해의
풍·흉작에 따라 가치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나 민간
모두가 동 함유량이 많은 은병을 주조함에 따라 은병의 가치는 계속 하락
하였다.
그 결과 1328년(충숙왕 15년)에 은병의 가치를 안정시키고자 상품병(上
品甁)은 오승포(五升布) 10필, 첩병(貼甁)은 8～9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토록 하였으며 은에 동을 섞어 은병을 주조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아 점차 동 함유량이 많은 은병이 유통됨
13) 중국 송나라의 손목(孫穆)이 지은 책으로 고려에 대한 견문록 외에 11∼12세기 고려인들이 사용하
던 어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14) 고려 시대 시전의 상인을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관임. 조선 세조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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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국 은병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2. 쇄은
숙종(재위 1095～1105년) 때 은병과 해동통보가 발행되어 이들 화폐가 도
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유통되었으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곡물이나 직물
이 물품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소액 거래에서 화폐의 이용도
를 높이고 악화인 은병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1287년(충렬왕 13년)에 은
덩이 형태의 화폐인 쇄은(碎銀)을 화폐로 인정하여 유통시켰다. 은병의 경
우 동이 섞인 위조 은병이 나타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쇄은은 동과 섞어서 제조하는 것을 금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하였다. 이에
따라 품질 저하가 심각한 기존 은병도 쇄은으로 칭량하는 관행이 생겼다.
한편 종래의 은병이 가치가 너무 커 소액 거래에 사용하는 데 불편하였으
므로 쇄은은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쇄은의 단위는 정(錠)으로
불리고 1정의 가치는 쌀 5～6섬에 해당되었다.
일정한 중량과 순도를 가진 쇄은은 천칭의 추로 사용될 정도로 정확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쇄은에서도 동을 섞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
라 거래할 때마다 순도를 검사하고 중량을 저울로 달아야 하는 악화로 전
락하여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소은병
쇄은마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1331년(충혜왕 1년)에는 소은병(小
銀甁)을 만들어 유통하면서 앞서 만들어진 은병은 유통 금지시켜 소은병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소은병은 은병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순도를
높였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오히려 50% 정도 상승해 소은병 1개의 가치가
오승포 15필이었다. 이러한 소은병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은병인지 동
병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 함유량이 많아져 품질이 조악해지면서
고려 말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일부 지방
에서 조선 초기까지 유통되었던 소은병은 1408년(조선 태종 8년)에 유통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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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은 발행 논의
1356년(공민왕 5년)에 공민왕은 도평의사사에 화폐 제도의 개선을 논의케
하였다. 당시 쇄은은 크기가 다양하고 품질도 상이하여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오승포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낡고 헐어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은병은 동병에 가까웠을 정도로 품질이 조악하고 무
거워서 소액 거래에는 너무 불편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숙종 때에 발행
되었던 동전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화폐로 유통시키기 어려운 실
정이었다. 이에 은 1냥의 가치가 포 8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표인
(標印)을 한 은전 즉 표은(標銀)을 발행·유통시킴으로써 화폐 제도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전의 주조는 논의에 그쳤을 뿐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지폐의 유통
1. 원나라 지폐의 유통
송나라 때 지폐가 발명되었고, 원나라 때에는 그것이 유일한 화폐로 인정
받았다. 원나라는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자국 지폐인 보초(寶鈔)를
신속히 보급하였는데, 고려에는 원 간섭기인 1270년대부터 원나라의 영향력
을 배경으로 보초가 유입되었다. 1287년(충렬왕 13년) 원나라로부터 황제의
조서와 더불어 지원보초(至元寶鈔)와 중통보초(中統寶鈔)가 대량 유입․통
용되었는데, 본위 화폐인 지원보초와 보조 화폐인 중통보초의 교환 비율은
1 대 5였다. 이때 유입된 보초는 약 10만 정으로 알려져 있다.
유입된 보초의 상당량은 원나라와 교역하는 데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
었다.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할 때 보초를 가져와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水
軍)에 나누어주었다. 보초는 왕의 중요한 하사품이면서 민간에도 살포되어,
개인적인 지출이나 시주 수단으로 이용되고 절에서는 사찰 수리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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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화의 유통 시도
조선의 건국을 목전에 둔 1391년(공양왕 3년)에 지폐의 유통을 위한 논의
가 있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민간에서는 5승포가 주된
화폐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2∼3승의 추포도 화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추포는 내구성이 약하고 옷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데다 물가 등귀를 초래
하는 단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 공민왕 시절부터 화폐와 같은 이권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었는데,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러한 이
권재상론(利權在上論)에 입각하여 화폐를 발행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화폐
발행의 이권을 가지면, 재난에 대비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위정자들이 가장 통용시키고 싶었던 화폐는 은화였으나 은
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동전의 주조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은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전에 동전이 널리 통용되지 못하여 민간이 익숙하지 않았다. 은화 다음으로
선호된 화폐는 지폐, 곧 저화(楮貨)였다. 저화는 송·원나라에서 통용된 바
있고 원 간섭기에는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며 공급이 원활하다는 장점도 있
었다.
이에 따라 1391년(공양왕 3년) 3월 중랑장(中郞將) 방사량(房士良)의 건
의와 같은 해 7월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당시 포면류(布綿類)를 관장하던 홍
복도감(弘福都監)을 폐지하고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를 신설하여 저화를
인쇄하는 등 저화 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왕조 교체
기의 국내외 정세 혼란으로 저화는 끝내 발행되지 못하였으며, 1392년(공양
왕 4년) 4월 시중 심덕부(沈德符, 1328～1401년) 등의 건의에 따라 자섬저
화고는 해산되었고 인쇄된 모든 저화로 종이를 만들었으며 인판(印版)은 소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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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선 시대
제1절 조선 전기 지폐⋅동전 유통의 시도와 좌절
1. 사회․경제적 배경
개국 초기의 조선에서는 은병, 쇄은과 같은 귀금속 화폐가 일부 유통되었
으나 1408년(태종 8년) 이들의 통용이 금지되고, 곡물과 직물 등 물품 화폐
가 주로 유통되었다. 은화의 통용을 금지한 것은 명나라로부터 금․은 세공
(歲貢)을 면제받기 위하여 금․은광의 개발을 억제하고 금․은의 국내 통용
과 대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조선은 개국 초기의 혼란과 대내외적 불안을 극복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제
도를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주로 사용되던 곡물과 직물 등 물품
화폐 제도를 개선하여 명목 화폐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저화와 동전의 통
용을 시도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중에는 칭량 은화의 유통이 다시 허용되기
도 하였다.
조선이 화폐 유통 정책을 적극 시도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초기부터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였으나, 당시 널
리 유통되던 곡물과 직물 등의 물품 화폐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만큼 교환
경제가 발달되어 있어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하
는 명목 화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저화나 동전을 유통·보급시킴으로써 중앙 집권적 관료 지배 체제를
정비·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화나 동전의 유통은 농업에 경제 기반을 둔 조선 사
회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단 시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정 자금 조달 방편이기도 하였다. 저화나 동전 등 명목 화폐를 ‘유국유민
지량법(裕國裕民之良法)’으로 보았던 당시 위정자들은 새 국가의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화폐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셋째, 중앙 집권 체제의 조선은 화폐의 주조 발행권을 국가 또는 국왕이
완전 장악하기 위해 기존 물품 화폐를 법화로 정하거나 새로운 명목 화폐
를 주조하여 법화로 유통시키려 하였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국가 통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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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화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이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백성
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권재상(利權在上)’
또는 ‘화권재상(貨權在上)’이란 원칙론을 내세워 백성이 지배하는 곡물이나
직물 등 물품 화폐 유통 체제에서 벗어나 조정이 직접 화폐 유통 체제를
지배할 수 있는 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적극 유통·보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고려 성종 때 철전 통용을 시도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있던 조선 초기
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저화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보급시키기 위한 명
목 화폐 제도를 추진하였다.

2. 포화의 유통
가. 포화 유통 정책
고려 이전부터 일반적인 교환 매개 수단으로는 곡물이나 직물이 사용되
었는데, 곡물은 분할이 가능하여 소액 거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작황에 따
라 가치의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운반과 저장의 편리성이 직물보다 낮아
직물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이전에 마포(麻布, 삼베), 저포(苧布, 모시), 면주(棉紬, 명주) 등이 포화로
사용되었는데, 마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364년(고려 공민왕 13년)경
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목화의 재배가 조선 조정의 장려로 계속 확
대되어 1436년(세종 18년)경에는 드디어 면포(棉布, 무명)가 옷감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종래의 마포를 압도하였고 포화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
한편 1402년(태종 2년) 저화제가 실시되면서 저화만 법화로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곧 저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자 저화와 포화를 병용하게 되었
다. 이후 저화 전용제와 저화·포화 병용제를 번갈아가며 실시하다가 1415년
(태종 15년) 마침내 저화 전용령을 포기하고 포화의 유통을 공식적으로 인
정하였다.
곡물과 직물을 중심으로 하는 물품 화폐 유통 체제에서 태환 보증이 완
전하지 않은 새로운 명목 화폐를 도입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반 유통 시장에서 포화를 중심으로 한 물품 화폐 유통 체제로
다시 복귀하여 농민들은 전세(田稅)조차도 오승포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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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가 법화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다. 세조 때 들어 이러한 유통 시
장의 실상을 인정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중 「호전(戶典)」이 반포된
지 한 달이 지난 1460년(세조 6년) 8월에 포화를 법화로 규정하였다. 조정
은 포화를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포의 양쪽 끝에 “조선통폐(朝
鮮通幣)”라는 도장을 찍음으로써 포화의 품질과 길이를 규격화하였다. 그러
나 생업에 바쁜 백성들은 포화에 도장을 받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많
았고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리가 늘어나자 경인(經印) 제도를 폐
지하였다.

나. 추포의 유통 확대
직물의 올 수를 표시하는 단위로 승(升)이 사용되었는데, 승은 실 80루
(縷)를 표시하는 단위였으며, 대체로 직물의 폭이 일정하였으므로 일반적으
로 승수가 많은 고급품은 세포(細布), 보통품은 정포(正布) 또는 상포(常布),
승수가 적은 조악품은 추포(麤布)라 하였다. 정포와 추포의 가격 비율은 대
개 2 대 1 수준이었다.
민간에서는 오승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세종 이후에는 오승면포가 정포
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반 옷감으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이를 상오승포라
고 불렀다. 또한 삼․사승포를 추포라고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오승포도
추포로 간주되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교환 대상인 직물의 품질을 정
확히 평가하기 곤란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추포가 널리 유통되었다.
포화의 길이도 세조 때 1필의 척수가 35척이었던 것이 1471년(성종 2년)
에는 34척으로, 1487년(성종 18년)에는 30여 척으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면
포의 분할·연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승면포를 2단, 3단, 심지어 4
단으로까지 잘라서 사용하고 이를 다시 모아서 1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연산군 시대(1494～1506년)에 두드러져
추포는 직물로서의 사용 가치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추포는 일반적인 교
환 매개 수단으로 조선 전기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추포의 유통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지주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소규모 상인들이 증가한 데다,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시장이 발달하고 행상
활동이 활발해져 소액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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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역과 군역을 포화의 납부로 대신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포화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왜국과의 무역에서 면포에 대한 수요
가 나날이 증가해 포화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
셋째, 포화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포화의 원료인 면화의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악포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조정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수와 척수가 줄어들고 분할되거나 연결된 여러 종류의 포화가 등장하여
유통되었다는 것은 소액 화폐가 더욱 필요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교환 경제가 심화되면서 17세기에 상평통보라는 명목 화폐가 포화
나 미곡 등 물품 화폐를 대체하여 일반적인 교환 매개 수단으로 유통되기
까지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3. 저화의 유통
가. 태종의 저화 발행과 중단
1401년(태종 1년) 4월에 좌의정 하륜(河崙, 1347～1416년)의 건의에 따라
사섬서(司贍署)를 신설하고 이듬해 1월에 저화를 발행하였다. 당시 발행된
저화 중 현존하는 것이 없어 그 규격과 체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록
에 따르면 길이가 1척 6촌이고 폭이 1척 4촌인 저주지(楮注紙)와 길이가 1
척 1촌이고 폭이 1척 이상인 저상지(楮常紙)가 발행되었다. 당시 저화 1장
당 법정 가치는 상오승포 1필 또는 쌀 2말 정도였다. 이 저화는 조선에서
발행된 최초의 화폐로서 성종 말년에 이르기까지 법화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였다.
조선이 저화제를 채택한 것은 고려 말에 조선 왕조 개창 세력의 주도로
저화를 법화로 채택하려다 왕조 교체기의 국내외 정세 혼란으로 실시되지
못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지폐인 저화가 금속 화폐
보다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은 원나라에 의한 금·은의 착취로 우리나라의 금·
은 축적량이 적었던 데다 당시 명에 대한 금·은 조공 부담을 회피하기 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교초(交鈔)나 보초 등의 지폐에 영
향을 받아 지폐의 편리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화 발행이 결정되자 대사헌 유관(柳寬, 1346∼1433년) 등은 1401년(태
종 1년) 4월에 저지(楮紙)보다 내구성이 강한 청담색 정오승포로 조선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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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布貨)를 만들어 통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10월에도 사헌부에서 사섬서
의 해체와 저화 제조를 중지하는 안을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1402
년(태종 2년) 4월에는 태종에 의해 저화의 통용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관리
들의 녹봉(祿俸) 중 일부를 저화로 지급하고 저화로써 국고의 미곡과 교환
15)

케 하였으며, 풍저창(豊儲倉)의 곡식이나 사재감(司宰監) 의 어육도 저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저화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저화의
공신력이나 태환력을 강화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저화의 경제적 가치
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화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같은 저화 통용 촉진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실용성을 갖춘 포화
가 계속 사용되었다. 이에 조정은 1402년(태종 2년) 5월부터 한성과 지방에
서 오승포의 유통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한성에서
는 7월 15일, 한성 인접 지방은 8월 15일, 먼 지방은 9월 15일부터 상오승
포를 사용할 경우 무직자는 가산을 몰수하고 유직자는 직위를 박탈하는 등
공․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저
화에 대한 태환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가치가 안정되지 않아 저화는 당시 일반 백성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02년(태종 2년) 9월에는 종래 강제로 저화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다소 완화하여 상오승포도 병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저화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1403년(태종 3년) 9월에는 사섬서의 폐지
와 함께 저화의 유통이 정지되었다.

나. 태종의 저화 재발행
1410년(태종 10년) 7월 의정부의 건의로 저화를 추포와 함께 병용토록 하
고 사섬서를 부활시켰다. 이때 발행된 저화는 태종 초에 만든 저화에 연호
16)

만 “건문(建文)”에서 “영락(永樂)”으로

바꾸어 찍은 것이었다. 저화 가치는

저화 1장에 쌀 1말, 저화 30장에 면포 1필로 정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포
화만 애용함에 따라 조정은 저화를 유통·보급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5)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자 중 풍저창은 쌀 등의 곡물과 종이 등의 출납을, 사재감은 어
류·수육·식염·연료·진상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임
16) 건문(建文)은 명나라 2대 황제 혜제(재위 1398∼1402년)의 연호이며 영락(永樂)은 3대 황제
태종(재위 1402∼1424년)의 연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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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10월 추포의 통용을 금지하고, 이듬해 1월에는 민간의 포화를 전부
관청에 납입하여 저화와 교환토록 하였으며 기한 내에 교환하지 않는 자는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정은 오승포의 유통 금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서울과 개성에 각각
화매소(和賣所)를 설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화로 국가 소유물을 매매토
록 함으로써 저화의 공신력이나 태환력을 보장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화매
소는 백성들에게 저화를 보급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화매소는 서
울과 개성에만 있었을 뿐 다른 지방에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화를
각 지방으로 공급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지방에서 법화인 저화의 태환력을
보장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선 조정이 저화에 대한 무제한 태환이나 화폐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행한 포화와 저화와의 강제 교환 조치도 저화의
유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415년(태종 15년) 1월 수속(收
17)

贖) 을 제외한 다른 매매 거래에서 포화 즉 물품 화폐의 사용을 다시 허용
하였다.

다. 세종의 저화 발행
세종 때에도 저화가 계속 사용되었으나 1415년(태종 15년)과 1416년(태종
16년)에 걸쳐 흉년이 계속됨에 따라 저화 1장의 가치가 1419년(세종 1년) 8
월경 쌀 3되에서 1421년(세종 3년) 4월경에는 쌀 2되로 하락하였다. 저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1423년(세종 5년) 9월 조선통보 동전을 발행할 즈음
에는 저화 1장의 가치가 쌀 1되에 불과하였으며 유통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에 1425년(세종 7년) 4월에는 호조 문서에 의하여 저화 통용을 중지하고
저화 1장을 조선통보 1문과 교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1445년(세종 27년) 12월에 저화를 재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저화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동전 유통 정책이 동전 주조량의
부족과 실용 가치가 전제된 물품 화폐인 포화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저화제를 다시 실시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화 재사용 결정 이후에도 관청에서 징세할 때 저화의 수납을 기피하고
동전으로 강제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저화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
해 동전 발행을 중단하였다. 관청에서는 주로 민간 물자를 매입할 때에는
17)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을 거두는 일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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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를 사용하고 관청 물자를 매각할 때에는 저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백성들이 저화의 사용을 기피하였다.

라. 세조 이후의 저화 발행
세조 때에는 그간의 방침을 바꾸어 공․사 거래에 포화 등 잡물의 사용
을 금하고 저화만 통용키로 함에 따라 민간이 저화를 강제로 매입하게 되
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저화 사용은 더욱 기피되었다. 이에 따라 세조는
1458년(세조 4년) 11월 호조에 명하여 저화와 포화를 병용토록 하였다.
1474년(성종 5년) 9월에는 문종 때부터 논의된 바 있었던 새로운 저화를
발행하여 기존의 저화를 대체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기존의 저화는 중국
저화에 비하여 규격이 커서 제조할 때 용지의 소비가 많고 갖고 다니기에
불편하여 규격을 축소한 새로운 저화를 발행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중국
저화인 대명보초의 가로 길이가 182mm, 세로 길이가 303mm인 것으로 미
루어 당시 발행된 저화의 크기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저화가 발행됨에 따라 민·관이 모두 새로운 저화를 선호하여 기
존 저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저화를 구하기가 어려
18)

워지자 성종 20년(1489년) 3월에 사섬시 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저화에
“구폐통용(舊弊通用)”이라는 착인(着印)을 하여 이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
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성종(재위 1470～1494년) 때에는 저화가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었으나 중종(재위 1506～1544년) 이후에는 저화가 유통되
지 못하여 포화만 유일한 법화로 유통되었다.
저화 가치의 변동 추이를 보면 저화의 재사용 당시인 1445년(세종 27년)
에는 저화 1장의 가치가 동전 50문 또는 쌀 1되였으나 1472년(성종 4년) 5
월에는 쌀 1되에 저화 15～16장, 같은 해 11월에는 저화 20～30장을 지불하
여야 쌀 1되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하락하였다.

4. 동전의 유통
가. 태종의 동전 주조 시도
저화를 법화로 유통·보급시키려는 태종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
18) 사섬서를 1460년(세조 6년) 사섬시(司贍寺)로 개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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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였다. 이에 태종은 액면 가치가 너무 커서 소
액 거래에 불편한 저화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동전제의 도입을 시도하였
다.
1415년(태종 15년) 6월 16일 호조에서는 당의 개원통보(開元通寶)를 본
딴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토록 하고 동전 100전을 저
화 1장과 동일하게 통용토록 하는 내용의 전폐법(錢幣法)을 건의하였다. 이
에 6월 17일에는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한다는 내용을 고시까지 하
였으나 4일 후인 21일 사간원의 상소로 갑자기 동전의 주조가 정지되었다.
동전제의 시행을 철회하게 된 이유는 동전 발행으로 저화 가치가 폭락하
게 되면 백성들이 저화로 쌀을 살 수 없게 되므로 당시 가뭄으로 동요되기
쉬운 민심을 자극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전은 저화에 비하여
위조가 용이하므로 범법자가 늘어날 우려가 큰 데다 동전제 도입에 대한 자
신감의 결여도 조선 시대 들어 처음 시도된 동전의 주조를 어렵게 하였다.

나. 세종의 조선통보 주조 유통
1423년(세종 5년) 9월 의정부와 육조는 저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
라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함께 유통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즉 동전의 주조
는 사섬서에서 관장하고 전문(錢文)을 조선통보로 하고 기본 단위를 문(文)
으로 하는 한편 당의 개원통보를 본떠 동전 10전의 무게가 1냥이 되도록
19)

하며 동 1근을 납입하는 자에게 동전 160문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
여 같은 해 11월경부터 동전 주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이듬해 1월
에는 30대의 주조로(鑄造爐)에서 매일 135근의 동을 사용하여 동전을 주조
하였다. 이때 발행된 동전은 해서체 조선통보로서 중국 동전에 비하여 손색
이 없고 매우 정교하였다.
한편 동전 재료인 동을 확보하기 위해 동이 생산되지 않는 함경도를 제
외한 전국에서 동을 상납하도록 하였고, 호조, 공조, 군기감 등 각 관청이
보유한 동과 동 그릇 등도 주전소로 이관하였다. 또한 조정은 억불 정책에
의하여 폐사(廢寺) 조치된 많은 사찰로부터 동불, 동종 등을 회수하였고 민
간이 갖고 있던 동 그릇도 거두어 들였다. 또한 벌금이나 경사무녀(經師巫
女)의 영업세 등을 동으로 수납하는 한편 동 그릇의 새로운 제조를 금지하
19) 무게 단위인 돈(錢)과 냥(兩)이 화폐 단위에 차용되면서 1관(貫)=10냥(兩)=100전(錢)=1,000문(文)이 성
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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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밖에 면포를 수출하고 동을 수입하는 왜국과의 무역에 의해 상당
량의 동이 공급되었다.
동전 주조 기술의 향상도 꾀하였다. 조정은 중앙의 숙련된 동전 주조 기
술자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각 지방의 기술자들을 교육시켰다. 1424년(세종
6년) 2월 말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주전소를 설치하고 별감을 파견하여
동전 주조 사업을 관리·감독하게 하였으며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경기도 양
근군(현재 양평군) 주전소에도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동전 주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동전 소재인 동이
부족하여 동전 주조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424년(세종 6년) 8월 호
조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1423년(세종 5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8월 초까
지 35,765근의 동을 사용하여 4,578관의 동전을 주조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정은 동전 원료의 확보에 힘쓰는 한편 동전 주조 기술자들의 작
업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동전 주조 실적은 호전되어
1425년(세종 7년) 1월까지 5개월 동안에 약 8,000관의 동전이 추가로 주조
되어 그 달 중순까지 사섬서의 동전 총주조량은 12,537관에 달하게 되었으
며 1427년(세종 9년)까지 주조된 동전 수량은 약 4만 관(4십만 냥)에 이르
렀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사용된 동전의 양은 약 1만 관에 지나지 않았
다.
한편 동전이 발행된 초기에는 조선통보의 교환 가치가 면포 1필당 200여
문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25년(세종 7년) 6월에는 300～400
문에 불과하였다. 이에 조정은 동전의 교환 가치 하락이 동전의 공급 과잉
에 기인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섬서의 동전 공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동전
가치의 하락은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높았
던 데에 주로 기인하였기 때문에 동전의 공급 중단 조치는 오히려 동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였다.
이후에도 동전 가치는 계속 하락하여 1425년(세종 7년) 7월 면포 1필 가격
이 600～700문으로 상승하고, 같은 해 5월에 쌀 1되가 동전 3문이던 것이
1429년(세종 11년) 9월에는 12～13문으로 오름에 따라 조정과 민간에서는
동전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즉 1427년(세종 9년) 6월 경상도 채방별감
(採訪別監)

20)

백환(白環)이 철전을 시험 주조하여 비동(非銅) 주화의 유통을

통한 주화의 재료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용화되지는 못
하였다. 또한 1438년(세종 20년) 2월에도 철전의 주조가 논의되었으나 실현
20) 조선 시대 구리, 철 등의 채광과 제련을 감독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의 벼슬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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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동전은 1445년(세종 27년)까지도 그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공공 부문을 중
심으로 일부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유통 부진을 보완하기 위
해 그 해 12월에 저화를 다시 통용시키면서 오히려 동전은 점차 시장에서 사
라져 1633년(인조 11년) 팔분서체 조선통보가 발행될 때까지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

다. 동전 유통에 관한 재논의
동전이 화폐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후 성종 때까지는 저화가 법화로서
어느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로 유통된 것
은 미곡, 포화 등 물품 화폐와 은화였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되어 미곡과 포화 등 물품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기 어
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는 궁핍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동전
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즉 1551년(명종 6년) 9월에 사헌부의 제의로 수년간 계속되는 흉년 때문
에 도탄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 응급 대책으로 동전을 다시 주
조·유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전을 법화로 주조·유통하자는 주장
은 동전 소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임진왜란(1592～1598년) 중인 1598년(선조 31년) 4월에는 원군으로 온 명
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자기 나라의 만력통보(萬曆通寶)를 주조·유통할 것
을 제의하였다. 이는 전란 중에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명군의 군
수품 조달상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은 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이에 익숙한 양호가 물품 화폐를 주로 사용하는
조선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양호에 의해 동전의 주조·유통 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렸다. 당시 국내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는 동전 유통이 불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동전의 주조·유통에 반대하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즉 조선은 생산물과 풍속이 중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전의 소재인 동의
생산량이 부족하여 동전을 법화로 주조·유통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던 중 그 해 6월에 양호가 만세덕(萬世德)과 교
체됨으로써 동전을 주조·유통하자는 논의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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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란 후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전의 주조·유통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1603년(선조 36년) 6월 영의정 이덕형(李德馨, 1566～1645
년)은 동전이 통용되지 않고 미곡, 포화 등 물품 화폐만 사용되고 있어 농
민이 고통을 겪고 국가 경제가 궁핍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급박한 경비
지출과 군사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유통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전 소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명목 화폐에 대한 일반 백성
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동전을 주조·유통하게 되면 오히려 큰 혼란과 폐단
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전 통용 반대론이 우세하여 실현
되지 못하였다.

5. 전폐의 유통 시도
세종 때의 조선통보 유통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후에 다시 사용된
저화의 사용량도 크게 감소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조 때에는 전폐제
(箭幣制)가 논의되었다. 세조는 1464년(세조 10년) 8월에 포화에 대한 경인
제도 폐지를 명령하고 저화의 통용과 전폐의 주조·발행을 논의케 하였다.
세조가 적극적으로 전폐를 사용하려 했던 이유는 화폐의 보편적 가치 외
에 군사적 용도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세조 초기에는 여진족이 변경 지역
을 자주 침범하였으므로 질이 좋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는 것이 유사시에 대
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에 국방에 관심이 많았던 세조는 1459년(세
조 5년)에 화살대[箭竹]의 산지를 일일이 보고받고 화살대 제품의 진상을 금
지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화살대의 수요가 많은 함경도와 황해도에 화살
대의 뿌리를 보내 재배토록 하였고, 5월에는 활 재료인 물소 뿔을 각대(角
21)

帶) 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전폐의 주조·발행은 법화인 저화의 유통을 거의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전쟁에 필요한 화살촉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제도로 구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저화제의 개혁과 국방상
의 배려로 세조는 1464년(세조 10년) 11월 13일 다음과 같이 전폐의 주조를
명령하였다.
연간 생산량 ·····················································10만 개

21)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던 띠를 통틀어 이르는 말임. 각띠와 같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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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의 형태 ·····················································버드나무 잎 모양
촉의 길이 ·························································1촌 8분
경(莖, 화살대에 꽂는 부분) ·························1촌 7분
전폐의 문자 ·····················································경의 끝 양면에 ‘팔방통화
(八方通貨)’를 나누어 주조
교환 비율 ·························································전폐 1개에 저화 3장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전폐가 곧바로 주조·유통되지는 않
았다. 이로부터 3년 후 세조가 직접 태조 때부터 사용하다가 궁내에서 보관
하던 화살촉을 사섬시에 내려주면서 그 모양대로 전폐를 제작하라고 명하
였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실제 주조되었다면 1467년(세조 13년) 이후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전폐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과 군사용 화살 수요가 급증한
당시의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전폐가 주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폐로 사용된
수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1464년(세조 10년)경부터 남만주 지
역의 건주여진(建州女眞)의 활동이 활발해진 데다, 1467년(세조 13년) 5월까
지 이시애(李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주력하는 외에도 같은 해 9월 여진
족을 쳐서 건주위도독 이만주(李滿住) 부자를 죽임에 따라 대 여진 관계가
악화되었다.
전폐는 우리나라에 흔한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동전보다 더
낮았을 것이고 위조가 용이하며 실제 유통되었다하여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종 때 북정도원수(北征都元帥)
허종(許琮)이 유엽전으로 적을 쏘아 맞혔다는 기록이나 조선 후기 효종 이
후에는 무과 시험에서 철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엽전을 대신 쓰게
했음을 감안할 때 결국 전폐는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용성이 높은 전폐를 화폐로 주조·유통시키려 했던 것은 미곡,
포화 등의 물품 화폐 유통 체제를 저화나 동전의 명목 화폐 유통 체제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데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 24 -

제2절 조선 후기 금속 화폐의 유통
1. 사회․경제적 배경
17세기 초부터 조선 조정은 명목 화폐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란으로 파탄에 직면한 국가 경제 재건책의 일환
으로 명목 화폐인 동전을 법화로 유통·보급시키려는 화폐 정책을 적극 추
진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상업이 발달한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동전이 유
통되기 시작하였으며, 1678년(숙종 4년)에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유통
을 계기로 동전의 유통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동전을 법화로 유통·보급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2)

첫째,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된 대동법 이 1708년
23)

(숙종 34년) 황해도에까지 확대 시행되어 공인(貢人) 층의 대두와 함께 상
품 교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칭량 은화나 물품 화폐 이외에
명목 화폐인 동전의 통용 필요성이 커졌다.
둘째, 임진왜란 중 명군에 의해 유입·통용되기 시작한 은화는 수량이 크
게 부족하여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소재 공급이 비교
적 안정적인 동전이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곡, 포화 등의 물품 화폐
도 상품 교환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17세기 중반 동전 유통 정책이 폐기된 이후에도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개성 지방은 물론 강화(江華), 풍단(豊湍), 교동(喬桐), 연백(延白) 등
의 인근 지방으로 동전 유통이 확대되자 다른 지방에서도 동전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넷째, 오랜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화되고 사유지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수
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재정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22) 수송과 보관이 불편하고 각 지방마다 부담이 불공평한 특산물 공납 제도를 대신하여 조세의 세목
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도록 한 제도임. 1608년 경기도, 1624년 강원도, 1651년 충청도, 1658년
전라도, 1677년 경상도, 1708년 황해도에서 시행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실시 대상 지역에서 제
외됨
23)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납부하던 어용청부상인(御用請負商人)
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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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를 위하여 전조, 공납제 등 수취 체제를 정비하
는 한편 단시일 내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전의 주조·유통이 필요
하였다.
다섯째, 일찍부터 화폐 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 화폐 유통의 편익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위정자들을 비롯한 지식 계층의 화폐 유통에 대한 의욕
을 북돋았다. 진위사(陳慰使)로 중국에 다녀온 김육(金堉, 1580～1658년)은
중국 동전을 수입해와 평안도 지방에서 시용하는 등 화폐 유통에 적극 앞
장섰다.
여섯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으면서 성리학을 지배 원
리로 하는 조선 사회의 사상적 반성과 함께 청의 고증학과 서양 과학 문명
의 영향으로 실용성, 객관성,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실학이 새로운 사회 사
조로 자리 잡으면서 유형원(柳馨遠, 1622～1673년)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화
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2. 은화의 유통
조선 조정은 1408년(태종 8년)에 은병, 쇄은, 표은 등 칭량 은화의 통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통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칭량 은화의 유통은 지속되었
는데, 이는 저화, 동전 등 명목 화폐의 유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귀금속 화폐가 필요했었던 데다 물품 화폐인 포화에서도
악포가 등장하면서 화폐의 실용성보다는 가치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 때 중국에 대한 금·은 세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금·은광 개발
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밀리에 은 채굴이 지속되어 은이 중
국으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조정도 1583년(선조 16년) 은광의 채굴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세력을 확장한 여진족의 침입 위험이 고조되
자 비변사가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하여 은광의 개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594년(선조 27년) 호조의 제안으로 수속(收贖), 징납(徵納) 등을 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칭량 은화는 널리 유통·보급되었다. 특히 왜란 중
명군이 반입한 은화가 군대의 식량과 포상 등 일체의 전란 수습비로 지출됨
에 따라 은화 유통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왜국(倭國)으로부터 수입된
24)

정은(丁銀) 이 특권 계급층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왜국과의 교역이 잦은 항
24)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왜국의 지은화폐(地銀貨幣)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팔성은
(八成銀; 은 80%, 납 20%), 육성은(六成銀; 은 60%, 납 40%) 등으로 호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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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서민층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은화는 왜란 이후에도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613년(광해군 5년) 4
월에 발생한 박응서(朴應犀) 역모 사건의 경우 은화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635년(인조 13년) 상평창을 혁파하는 과
정에서 상평창에 쌓아 놓은 은화를 모두 동전 주조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호조에서 주청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도 은화 사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
다. 청나라 건국 이후에는 중국과의 밀무역이 번창하고 은화와 모피의 밀반
출이 많아지면서 은화의 유통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서울처럼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나 고액 상거래에서는 은화가 일찍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은이 짧은 기간 동안에
노비와 토지의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요컨대 은화의 통용은 화
폐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숙된 것을 의미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동전이
원활히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칭량 은화는 저화, 동전 등 명목
화폐의 유통이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은 물론 17세기 말 상평통보가 법화로
서 유통·보급되는 과정에서도 동전의 유통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실질적인 본위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은화 유통은 17세기 후반에 가장 활발하였고, 18세기에 점차 위축되다가
마침내 두절되었다. 여기에는 두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동전이 널리 보
급되면서 은화를 압도해갔다. 둘째, 일본 은 유입의 위축으로 재고량이 감
소하였다.
18세기 중엽에는 은을 일정한 체재와 품질을 갖춰 법화로 사용하자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42년(영조 18년) 6월에 특진관(特進官) 박문수
(朴文秀, 1691～1756년)는 동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은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팔·구성은(八·九成銀) 2냥이 동전 2냥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사용하는 방안의 은화 도입을 제의했다. 그러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1689～1746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은화 사용을 반대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은화의 총량이 3～4십만 냥 가량 되며
모두가 구성은이 아니므로 그것을 십성은(十成銀)으로 다시 주조하면 은화
의 양이 절반 이상 감소된다.
둘째, 미곡, 포화,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는 삼남 지방까지 은을 화폐로 사
용하게 되면 서북 지방의 은이 비싸지므로 역관이 청국과의 무역에서 곤란
을 겪을 수 있다.
동의 부족으로 인한 동전 주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의한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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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화 통용론은 현실 여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다수 관료들의 반대에 부
딪혀 햇빛을 보지 못하였다.

3. 동전의 주조 및 유통 정책
가. 동전의 주조
(1) 17세기 전반기
조선 후기에 최초로 동전이 주조된 것은 인조 때다. 1625년(인조 3년) 10
월 궁핍한 국가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호조판서 김신국(金藎國, 1572～
25)

1657년)이 건의하여 동전 주조를 결정하고 인경궁(仁慶宮) 에 주전청(鑄錢
廳)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장례 처리와 중국 사신 영접 등 국가적인
행사와 주전 기술자 부족으로 이듬해 6월까지 겨우 600관(貫), 즉 6,000냥을
주조하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도 정묘호란(1627년 1～3월)으로 완전히 중단
되고 말았다. 이때 주조된 동전들은 조선 초기의 동전인 조선통보(朝鮮通
寶)와 같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정묘호란 후에도 동전의 주조·유통에 관한 논의는 거듭되다가 1633년(인
조 11년) 10월에 호조의 건의로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묘호란 이전
에 호조에서 주조한 후 미처 유통시키지 못한 동전과 매년 수만 근씩 수입
되는 왜국(倭國) 동을 원료로 하여 상평청(常平廳)에서 동전을 주조·유통시
키기로 하였다. 이때 주조된 동전은 해서체(楷書體)의 글자를 팔분서체(八
26)

分書體) 로 바꾼 조선통보였는데, 이는 신·구 조선통보를 구분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배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 1634
년(인조 12년) 2월에 상평청(常平廳)의 건의로 동전의 주조가 용이하고 유
통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안동과 개성에서 직접 주조·유통하게 하였다. 개성
은 일찍부터 상업 등 교환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안동은 동래를 통해 수입
25) 경덕궁(慶德宮, 지금의 경희궁)과 함께 광해군 때 조성을 시작하였다가 인조반정으로 완성되지 못
한 채 얼마간 이용되었으나 숙종～영조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궁궐로, 위치는 인왕산 기슭에
있었음
26) 중국 후한 시대에 많이 사용된 한자 서체의 하나로, 예서에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여 전서체 팔분
(八分)과 예서체 이분(二分)의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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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왜국 동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월
에는 안동의 주조 사업을 분할하여 주전 기술자의 동원이 용이하고 상업이
발달한 대구에서 그 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635년(인조 13년) 1월에는 지방관의 요청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여 물자
의 유통이 빈번한 수원과 해주에 동전의 주조·유통을 허가하였다. 수원과
해주의 경우에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사주전(私鑄錢), 즉 민간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조·발행케 한 것이다. 국가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전
주조 사업을 민간에게 허가해 주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실제로
시행되기는 수원과 해주가 최초이다.
이상과 같은 동전 주조·유통을 위한 노력도 1636년(인조 14년) 12월에 일
어난 병자호란으로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동전의 주조․유통이 재개되기까지는 김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찍부터 화폐 제도가 발달한 중국의 문물을 체험하고 동전 사용을 적극 주
장하였던 김육은 1644년(인조 22년) 동전 주조를 다시 건의하였으나 실현되
27)

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효종 때에 접어들어 북벌을 위한 군비 조달을 위해

동전 주조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1651년(효종 2년) 5월에 김육의 건의
로 훈련도감(訓練都監)으로 하여금 군장비 제조를 중지하고 동전을 주조하
28)

도록 하였으며 곧 이어 상평청에서도 주조하게 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우의정 한흥일(韓興一, 1587～1651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간인에게 사주
(私鑄)를 허가하였다. 1653년(효종 4년)에는 김육의 주선으로 영남의 지방
관청에서, 다음 해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도 동전을 주조·유통할 수 있도
록 허가하였다. 김육의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던 17세기 중엽의 동전 유통
정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앞선 급진적인 정책으로서 민간에서 제대로 수
용하지 못한 데다 조정 내에서도 반대론이 우세해지면서 1656년(효종 7년)
중단되고 말았다.

27) 김육은 1650년(효종 1년) 중국에 진위사로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중국 동전 15만 문을 수입한 후
평양과 안주에서 시범적으로 유통시키기도 하였음
28) 이밖에 김육의 건의에 따라 소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동전 10문과 대등한 가치를 가진 십전통
보(十錢通寶)를 개성 지방에서 사주·유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액
전임(『잠곡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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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세기 후반기
17세기 후반기 들어 상업이 더욱 발달하여 화폐의 필요성이 커지자 영의
정 허적(許積, 1610～1680년),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1612～1699년)의 건의
로 다시 한 번 동전 주조를 결정하게 되었다. 1678년(숙종 4년) 1월부터 호
조, 상평청, 진휼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등 다수의 중앙 기관으로 하
여금 상평통보를 주조·유통케 하였다. 이때 주조·유통된 동전은 무게가 2돈
5푼이었고 400문(文)이 은 1냥의 가치를 갖도록 하였다.
상평통보 주조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도되었다. 그 해 3월까지 주조한 동
전을 4월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비변사에서는 동전의 유통 범위와 보급
방안을 규정한 절목(節目)을 작성해서 올리는 등 동전을 주조·유통하기 위
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취해졌다. 또한 6월에 전국 8도 중에서 동전 유통
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안도와 전라도의 감영·병영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조·유통케 함으로써 지방에서의 동전 유통을 촉진하였다. 지방 관
청에서도 동전을 주조·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각 지방에서 주조된 동
전이 현지에서 모두 유통되지 못하고 서울로 반입됨에 따라 동전 가치는
은 1냥에 800문으로 낮아져 법정가의 절반으로 폭락하는 등 유통 질서가
혼란해졌다. 조정은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 영의정 허적의 건의에 따라 1680
년(숙종 6년) 2월에 추포(麤布)를 방출하여 시중의 동전을 환수함으로써 동
전의 유통 가치를 조절하는 한편, 지방 관청에서의 동전 주조를 중단시키기
로 결정하였다.
일단 지방 관청의 주조를 중단한 후에는 중앙에서 주조한 뒤 호남, 영남,
호서 등으로 운송하여 유통시켰다. 그러나 중앙에서만 주조하여 지방으로
운송한다는 방침은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용이하지 않았
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681년(숙종 7년) 1월
우의정 민정중(閔鼎重, 1628～1692년)의 건의로 지방 관청의 주전을 다시
허가하였다. 1682년(숙종 8년) 11월에 전라도 감영이 동전을 주조·유통한
이래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동전을 대대적으로 주조하여 유통하였는데,
1683년(숙종 9년) 1월에는 호조에, 1685년(숙종 11년) 2월에는 공조에 10개
월간, 9월에는 군기시(軍器寺)에 6개월간의 주전을 허가하여 필요 경비를
조달토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평안도 안주(安州)에 동전 주조
를 허가하여 영변성(寧邊城) 축조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케 하였다. 각 지방
과 관청에 동전 주조를 허가한 것은 이처럼 당초에는 효율적인 동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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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급박한 재정 수요 또는 군사비 충당 등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완하려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지방 관청에 동전의 주조 유통을 허가하면서도 주전 기간을 제한하여 동
전의 남발을 막으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관청, 군영에서는 동
전을 남발하여 동전 가치가 폭락하는 등 유통 질서가 혼란해지자 1689년(숙
종 15년) 3월에 동전 주조를 다시 중단하였다. 당시에는 중앙의 각 관청까지
도 종래에 동전과 포화를 반반씩 징수하던 각종 신역(身役)을 포화로만 징
수할 정도로 동전 가치가 폭락하여 일반 백성들의 동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동전 주조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만인 1691년(숙종 17년) 10
월 군비 조달을 위하여 개성부(開城府)에서 동전 주조 사업이 재개되었다.
동전 주조를 재개하면서 정부는 동전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전 기
간을 제한하고 주전량을 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동전 주조의
증가로 동전 소재 가격이 급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전 행위가 성행
하여 동전 품질이 저하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693년(숙종 19
년) 7월 이미 허가한 총융청(摠戎廳)과 훈련도감의 주조가 끝나는 즉시 국
가의 동전 주조 사업은 호조와 상평청에서만 맡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
국적인 흉년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보전하고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1695
년(숙종 21년)부터 1697년(숙종 23년)에 걸쳐 중앙과 지방에서 대대적으로
동전 주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방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곡, 포화 등 물품 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가운데 1678년(숙종 4년)에 동
전을 법화로 정한 후 동전의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상업
발달, 농민층 분화, 도적의 횡행, 뇌물의 성행, 사회 신분의 척도 변화 등
전통적 생산 양식과 의식 체계가 급변하였다. 동전 유통으로 조성된 이와
같은 사회 변화는 당시의 전통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심각한 사회․경제
적 모순이나 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비롯한 각 계층으
로부터 동전 유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더구나 1697년(숙
종 23년)에 140여만 근의 왜국 동이 수입된 것을 절정으로 왜국 동의 수입
량이 크게 감소하여 동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 결과 동전 소재를 구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후 30여 년 동안 동전 주조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의 주조·유통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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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기
1725년(영조 1년) 8월 삼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 구호비를 조달하기 위해
다시 동전의 주조를 결정하였으나 미처 동전이 주조되기도 전에 철회되었
다. 이는 동전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우려하는 영조의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경제 수준이 이미 화폐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있어 화폐량이 부족하여 돈이 매우 귀
29)

해지는 이른바 전황(錢荒)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 후 1731년(영조

7년)에 전국에 걸친 흉년을 계기로 호조와 진휼청을 시작으로 동전을 다시
주조·유통하게 하였다.
한편 왕권이 비교적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힘쓴
영․정조 때에는 종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관청의 동전 주조 횟수가
줄어들고, 중앙 관청으로 동전 주조 사업이 집중되었으며 17세기 말과는 달
30)

리 동전 주조 발행 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다.

1750년(영조 26

년) 주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전청(鑄錢廳)을 설치하여 호조와
31)

진휼청의 주전 사업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각 군영 에 동전 주
조 사업이 허가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785년(정조 9년)부
터 국가의 동전 주조 사업을 호조가 전담하기 시작하여 18세기 말까지 이
원칙이 지켜졌다. 또한 1788년(정조 12년)에는 ‘연례주전제(年例鑄錢制)’를
채택·시행함으로써 매년 일정량의 동전을 주조·유통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동전의 주조 관리를 단일화하고 연간 주조량을 제한하는 제도
를 도입하게 된 것은 동전 소재의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전 소
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주조하게 되면 소
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매년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일정량의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은 1냥으로 구입할 수 있는
29) 전황의 영향으로 1710년대에 동전의 가치가 은화의 가치와 비슷해지기도 함
30) 종래에는 주전로의 수나 주전 기간을 제한하여 주전량을 통제하였음. 18세기에는 각 기
관에 동전 주조를 허가할 때에는 주전 한계량을 숫자로 명확히 결정하여 지시하였으며,
중앙 관청보다는 지방 관청에서 동전을 주조할 경우에는 주조량을 한층 더 철저하게 통
제했던 것으로 보임
31)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군사 조직은 훈련도감(1593년), 어영청(1623년), 총융청(1624년), 금위
영(1682년), 수어청(1626년)의 5군영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으며 주로 수도를 중심으로 방위에 임하
였음. ( )내는 설치 연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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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1706년(숙종 32년)에 8.3근에서 1720년(경종 1년)에는 1근으로 급감하
였으며, 화폐 주조 사업의 이윤도 17세기 말의 50%에서 19세기 초에는
10%선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의 품질은 점점 더 조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속대전(續大典)』의 국폐(國幣)조에 동전 1문의 무게가 ‘2돈 5푼’
으로 규정(1678년, 숙종 4년)되어 있는데도 동전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져
1742년(영조 18년) 2돈, 1752년(영조 28년) 1돈 7푼, 1757년(영조 33년) 1돈
2푼으로 감소하였다.
(4) 19세기 전반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전 주조 사업 관리의 획일화 원칙이 다시 무너지
기 시작하였다. 즉 1806년(순조 6년) 10월에 호조에서만 주조·유통할 경우
동전이 부족하게 되므로 호조와 선혜청에서 윤번으로 주조·유통하기로 하
였다. 그 후 1816년(순조 16년) 4월과 1828년(순조 28년) 8월에는 개성부에
동전 주조를 허가하여 경비 부족을 보전케 하였고, 1831년(순조 31년) 11월
에는 경기도 감영에 동전 주조를 허가하였으며, 1862년(철종 13년) 8월에는
갑산동광(甲山銅鑛)을 관할하는 함경도 감영에 소위 ‘즉산주전(卽産鑄錢)’을
허가하였다. 즉산주전이란 중앙 관청에서 주조할 경우에 동전 소재를 중앙
관청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재 생산지에서 주조하여 운반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훈련도감(1828년, 순조 28년), 금위영(1832년,
32)

순조32년) 등 각 군영에서도 동전을 주조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전반기에 동전의 주조 관리 체계가 다시 다원화되고 주조
량도 종전에 비하여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왜국 동의 수입이 증가한 데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은 갑산 동광의 개발로 소재 부족 문제가 어
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폐 경제는 종전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었다.

나. 동전의 유통 정책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화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동전의 주조 못지않게
유통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17세기 초 동전이 다시 법화로 채택된 후 여러
32) 이처럼 동전이 꾸준하게 주조되면서 전황 현상도 완화되어 은화 1냥이 18세기 중반의 동전 2∼3
냥 수준에서 18세기 말 3냥, 1840년대 4냥, 1850년대에는 5냥을 상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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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으로 동전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1) 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감 해소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는 국가의 화폐 정책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불신감을 없애고 동전이 법화로서 계속 통용될 수 있다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조정은 화폐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곡을 방출하고 동전을 환수하여 동전의 태환력(兌換力)을
보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화폐를 환수하기 위해 방출할 물자를 충분
히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그쳤다.
(2) 동전의 편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
조정은 동전을 법화로 유통·보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소 상거래에
동전을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에게 동전 유통에
33)

따른 편의성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1626년(인조 4년)에는 요포(料布) 를
동전으로 지급하는 한편, 경복궁의 앞길 좌우 행랑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백
성들에게 음식을 팔고 그 대가를 반드시 동전으로 받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635년(인조 13년) 7월에는 상평청이 건의한 방안에 따라 상거래를 통해 보
다 적극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동전 유통의 편의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
다. 즉 물건 값을 돈으로 받는 상점이라면 아무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각 사와 아문이 받는 징속(徵贖)의 수수료를 동전으로 결제하며, 한양에
서 소를 매매하면 값은 동전으로만 지불하되 이를 어길 경우 벌금도 동전
으로 내도록 하는 한편 한양에서 8도에 이르는 주요 도로의 각 관할 관청
은 반드시 상점을 설치하여 동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상업이 발달한 개성, 평양 등지를 우선적으로 동전 유통·보급 대상
지로 삼은 것이나, 인구가 많고 상인의 활동이 활발한 대구나 전라도 감
영․병영에 동전의 주조·유통을 먼저 허가해준 것도 동전의 유통·보급을 확
대하고자하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33) 급료로 주던 무명이나 삼베 등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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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수입의 금납화(金納化)
일반 백성들의 동전 유통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태환력(兌換力)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
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전이 일반 백성들에게 법화
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통용되고 있는 동전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 동전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신뢰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1623년(인조 1년)에 호조에서 이미 주조하였으나 유통시키지 않고 보관
중이던 동전 400관을 관리들의 급료로 나누어주고 수속(收贖)과 관청의 수
수료 수납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정이 동전을 주조·유통하기 이전에
실시한 시험적인 조치였다. 또한 1625년(인조 3년)에 동전 주조를 시작하고
이듬해에 형조․한성부․사헌부 등에서 징속(徵贖)을 동전으로 수납하도록
하였으나 1627년(인조 5년) 1월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
다.
1633년(인조 11년) 10월에 동전 주조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호조에서
동전 유통 보급 방안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방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수납하
는 미·포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동전으로 대납케 하고 삼사(三司)의
수속(收贖)과 각 사(司)의 수수료를 동전으로 대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도 병자호란(1636년)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란
이 17세기 전반기에 조선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전 유통 정책을 좌절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 후 김육이 1650년대(효종 재위시)에 화폐 정책을 전담하게 되자 동전
유통 보급 정책은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육은 국가 수입의 금납화
를 시도하여 1651년(효종 2년) 11월에 각 사(司)의 수속(收贖), 면천(免賤)
등을 동전으로 대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655년(효종 6년) 12월에는 김
육의 건의로 경기도 토지 1결(結)당 대동미 8말 중 1～2말을 동전으로 수납
하고 호조․형조 등의 속포(贖布)의 절반, 각 사(司) 공물가(貢物價)의 5분
의 1, 각 사(司)의 고역가(雇役價)와 호조·병조의 요포(料布)의 3분의 1을
34)

동전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1650년대의 금납화 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상평통보를 법화로 다시 유통시키기 시작한 1678년(숙종 4년)에 형
34) 동전의 유통 방안 이외에도 동전 가치를 은 1냥에 동전 600문으로 정하고 동전의 훼손을 금지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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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한성부․사헌부․의금부의 속목(續木) 과 진휼청의 양곡 상환을 동전
으로 수납키로 하는 등 점진적인 국가 수입의 금납화(金納化)가 다시 시도
되었다. 1679년(숙종 5년) 4월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국가 수입
36)

의 금납화를 시도하여 대동목(大同木) 의 7～8분의 3, 혹은 5～6분의 2를,
각 아문의 군포(軍布), 노비공목(奴婢貢木), 각종 신포(身布)를 각 아문의 형
편에 따라 동전으로 수납하도록 하였다.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수입의 금납화 조치는 동전 유통량이 부
족하여 다소 반발이 있었으나 물품 화폐의 유통이 지배적이던 농촌 사회를
화폐 유통 체제로 전환시키는 등 조선 후기 화폐의 유통영역 확대에 큰 역할
을 하였다.
(4) 동전 유통 독려관의 파견
조정은 중앙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지방에 나누어주거나 지방 관청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조하여 동전을 유통·보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현
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동전의 유통·보급을 독려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에서 동전 유통 독려관인 행전별장(行錢別
將) 또는 행전차인(行錢差人)을 일부 지방에 직접 파견하여 그 지방의 동전
유통 보급을 독려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654년(효종 5년)에는 행전
별장이 평안도에 파견되었으며 1683년(숙종 9년)에는 영남과 호남에 행전차
인이 파견되어 당해 지방의 동전의 유통·보급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들 동전 유통 독려관들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여 일반 백성들
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654년(효종 5년) 평안도에 파견된 행
전별장은 동전을 유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이나 아전(衙前) 1인당 동
전 50문을 의무적으로 휴대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백성들이 행전별장만 나
타나면 도망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683년(숙종 9년)에는 영․호남
에 파견된 행전차인이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동전의 유통·보급을 독려하는
임무를 지방 수령이 수행토록 하기도 하였다.

35)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무명을 일컬음
36) 대동미 대신에 거두는 무명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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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전의 명목 가치 조정
조선은 동전 유통 보급 정책의 한 방안으로 동전의 명목 가치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동전의 명목 가치가 은이나 미곡 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면 동전을 녹여서 놋그릇을 제조하는 폐단이 발생하
고, 명목 가치가 높게 결정될 경우에는 불법 주전이 성행하여 화폐 유통 질
서를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동전의 명목 가치 조정이 중요해진 것은 동전이
법화로 실제 유통되기 시작하는 17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678년(숙종 4년) 윤3월에 제정된 행전절목(行錢節目)에 따르면 ‘은 1냥
= 동전 400문 = 미곡 10말’로 정하였는데, 이는 동전의 가치가 미곡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명목 가치를 결정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전이 놋그릇 재료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여 은 1냥을 동전 200문으로 그 명목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동전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명목 가치만 높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전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불신감만 유발하였다. 이
에 조정은 각 관청으로 하여금 조세 등을 수납할 때 동전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전의 가치를 자의로 높이거나 낮추는 자는 처벌하며 시전(市廛)에
서는 동전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전의 명목
가치를 은 1냥에 동전 400문으로 재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동전
의 명목 가치를 절하하였음에도 당시 동전의 유통 가치는 은 1냥에 800문
으로 더욱 떨어짐에 따라 조정은 포화를 방출하고 동전을 환수하는 등 유
통량 축소를 통한 명목 가치 조절을 시도하였다.
(6) 물품 화폐의 유통 금지
조정은 그동안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물품 화폐의 유통을 금지함으
로써 동전의 유통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조선 전기에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포화의 유통을 금지한 바 있듯이 조선 후기에도
동전의 유통·보급을 위해 추포(麤布)와 은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즉 1651년
(효종 2년) 4월에 추포의 통용을 금지하였으며, 1679년(숙종 5년) 5월에는
동전보다 가치가 안정된 은만 수납하려는 각 관청으로 하여금 은 대신 동
전을 수납케 함으로써 동전 유통 영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미·포 등으로 징
수하던 국가의 수입을 금납화한 것도 동전의 유통·보급을 위한 물품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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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 금지와 취지가 같은 것이었다.

4. 동전 유통의 확대 및 영향
가. 동전 유통의 확대
조선 후기는 화폐에 대한 인식이나 유통 측면의 변화에 따라 동전 유통
의 보급기, 정체기, 확대 발전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급기
17세기를 동전 유통의 보급기로 보면 이 시기에 국가는 공․사 거래에서
동전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화폐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인조
(재위 1623～1649년) 때 화폐 유통 정책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불신감을 해
소하고, 대․소 상거래에 동전을 사용케 함으로써 화폐 유통의 경제적 편의
를 인식시키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점차 동전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하
였다. 또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거나 해당 지방 관리로 하여금 동전의
유통·보급 과정을 감독케 하고 물품 화폐와 은화의 통용을 억제함으로써
동전의 유통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묘․병자호란의 발발, 동
전 소재 공급 부족과 물품 화폐 유통 관행 지속 등으로 17세기 중반에는
동전의 주조·유통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1678년(숙종 4년)에 동전의 주조·유통이 재개된 이후 동전의 유통이 전국
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화폐 유통의 경제적 편의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명목 화폐인 동전이 미곡, 포화, 은 등 물품 화폐가 지배적이던
민간 유통 부문에서도 교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등 화폐의 기본적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전이 일반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게
되자 동전 주조 사업이 국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어 중앙과 지방
의 각 관청, 군영 등에서 동전 주조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인의
사주행위(私鑄行爲)마저 성행하여 동전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
다. 이에 화폐 정책도 종래의 유통·보급 우선주의에서 동전의 유통량을 조
절하여 동전의 유통 가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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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기
물품 화폐가 민간 유통 부문을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동전의 유통·보
급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생산 양식과 가치 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
으며, 이에 따라 1700년대 초부터 1730년대 초까지는 동전 유통을 비판하거
나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영조 때의
학자인 이익(李翼, 1681～1763년)의 화폐관을 들 수 있다. 그는 상품 교환
매개체로서의 화폐, 특히 동전의 기능이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우
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재화의 운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 밭 갈아
먹고 길쌈해서 입는 자급자족적 농경 사회이므로 동전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조도 동전의 유통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즉
위(1724년) 초부터 전통 사회 질서의 혼돈과 문란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하
여 제반 국가 정책을 전통 질서로 복귀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였다. 화폐 제도에 있어서도 동전의 주조 발행을 억제하였다. 즉 1727
년(영조 3년) 5월에 좌의정 홍치중(洪致中, 1667～1732년)의 건의를 받아들
여 동전의 유통 범위를 사사로운 거래에만 국한하는 등 동전 유통을 금지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사 경제의 상호
유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에 대동(大同)·군포(軍布)·노비공목
(奴婢貢木)의 금납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또한 영조는 동전을
대신하여 저화나 상목(常木, 무명베)을 법화로 채택·사용하려고 하였다. 그
러나 저화나 상목의 경우는 동전보다 폐해가 더 커 조정 대신들의 대다수
가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실패는 공·사 경제에 걸
쳐 화폐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1731년(영조 7년) 전국적인 흉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동전을
주조·유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전 유통 금지 시도는 좌절되었다.
(3) 확대 발전기
173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130여 년간에 걸친 동전 유통의 확대 발전기
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기는 1730년대부터 1810년대까지
로 이 시기의 국가 정책 목표는 왕권 강화 등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재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있었다. 또한 수공업, 농업, 광업이 발전되는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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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산력이 증진되었으며, 이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화폐 경제
의 발전으로 조선 사회의 해체와 근대로의 진전이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동전을 법화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동전 소재 부족을 해
소하고 화폐 유통 구조상 동전 유통의 정체기부터 만연된 동전 유통량의
부족, 즉 전황(錢荒)을 해소하는 데 화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시도되었으나 그중 다량의 동전 소재
를 확보하여 동전을 주조·유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으
로 인식되었다. 보다 많은 동전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왜국 동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동광 개발을 적극 시도하는 한편 ‘2돈 5푼’을 원칙으로
하는 동전 1문의 무게를 점차 줄여 1757년(영조 33년)에는 ‘1돈 2푼’으로 축
소하였다. 동전 1문의 무게가 줄어들어 소재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동전이
계속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화폐관이 실용 가치 중심에서 명목 가치 중심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보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후반기는 181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로 이 시기에는 세도 정치하의 중앙
관료,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와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국가 재정은 고갈되
고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으며 각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과 천주
교의 보급 등으로 왕권과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가 약화되었다. 더욱이 서
세동점(西勢東漸) 추세에 따른 구미 제국의 침략 위협까지 겹쳐서 조선 사
회는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화권재상(貨權在上)이란 전통적 정치 이념
에 따라 호조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오던 동전 주조 사업이 19세기 초 들
어 실리 위주의 가치 판단에 힘입어 중앙과 지방 관청이나 군영에서도 시
행하게 되었다. 1850년대에는 대상인(大商人) 등 민간인에게 도급될 정도로
동전 주조 사업의 관리 체계가 크게 변하였다. 한편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
가 약화되면서 광업 개발에 대한 통제가 전반기보다 느슨해짐에 따라 갑산
동광(甲山銅鑛)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왜국 동의 수입량도 증대되어 동전 소
재 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처럼 동전 소재 부족의 해소와 도급 주전제의 활용으로 다량의 동전이
주조·유통됨에 따라 만성적인 동전 유통량 부족 현상이 해소되어 화폐 경
제가 전반기보다 확대·발전하였다. 그 결과 1862년(철종 13년)에는 국가의
주요한 재원인 전조(田租)의 전면적인 화폐화가 시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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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전 유통 확대의 영향
화폐 경제의 발달, 즉 동전의 유통 확대는 전통적인 생산 양식과 가치 체
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전통 사회 질서 해체를 촉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1) 국가 재정난 완화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조정은 동전 주조 사업을
국가 재정과 경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보완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즉
수익률이 높은 동전 주조 사업을 영위하여 거액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긴
급한 재정 수요에 비교적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방 관청이나
군영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하여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고리대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조(田租), 공물(貢物), 군포(軍布) 등 국가의 주요 수입에 대한 금
납화(金納化)를 추진하여 현물 수취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화폐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였다.
(2) 상업 발달과 농민의 토지 이탈
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대내외 상업 거래가 활발해져 상업 자본이 성장함
에 따라 농업 생산물의 상품화, 상업적 농업의 발달, 토지의 상품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업 자본은 상업에 재투자되었음은 물론 고리대 자본으로
전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상인 등이 토지를 많이 매입하여 지주가 되고
농민은 토지를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임금 노동자가 되는 등 농업 사회에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을 본업(本業)이라 하여 적극 권장하고 상업은 말업
(末業)으로 경시하던 조선의 정책 이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농민의 토지
이탈은 국가 재정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였으므로,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동
전 유통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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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광 개발 확대
1670년대 말부터 동전이 법화로 계속 유통·보급되자 동전 소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세기 말부터 왜국 동의 수입량이
격감하자 동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조할 수 없어 민간에서의 동전 부
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은 1740년대부터 동전 소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의 동광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
37)

다.

조정은 호조와 군영으로 하여금 동광을 채굴토록 하는 등 동광 개발에 대
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왜국의 채동기술(採銅技術)을 도입하여 동광 경
영의 합리화와 채광 기술의 개량에 힘썼다. 그 결과 18세기 말부터는 보다
많은 동을 채굴하여 동전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820년대부
터는 국내 유수의 동광인 갑산 동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만성적인 동전
소재 공급 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어 다량의 동전을 주조·유통할 수 있었다.
(4) 수공업 발달
조선 시대의 동전 주조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이권 사업의 하나였다. 이
에 조정은 이권재상(利權在上) 또는 화권재상(貨權在上)의 명분을 내세워
동전 주조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
전 주조 사업은 수익률이 높았지만 동전 주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조정으로서는 경비 조달
을 위하여 대상인이나 수공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국가의 동전 주조 사업
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했고, 1850년대에는 그들에게 동전 주
조 사업을 도급해주기에 이르렀다.
동전 주조 사업은 무기(武器), 유기(鍮器) 제조업 등 각종 금속 수공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공업의 전반적인 발달을 주도하였다.

37) 헌종 때의 실학자 이규경(李圭景, 1788～?)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
稿)』에 의하면 그 당시 국내에는 영변, 순창, 수안, 갑산 등 27개소의 동광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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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리대 자본의 성장과 농민층 분화
1670년대 말 동전이 법화로 유통·보급되기 이전까지는 고리대업의 주거
래 수단이 쌀이었으며, 연간 이자가 원금의 1/3에서 1/2 정도였다.
그러나 쌀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보관하기 쉬운 동전이 널리 유통되면
서 고리대업자들은 쌀값이 비쌀 때 쌀을 판 돈으로 대출을 하고 쌀값이 낮
을 때 이자와 원금을 동전으로 환수하여 쌀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고리대업
을 영위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 당
시 고리대업은 다량의 동전을 비축한 관청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청의 고리대업은 농민의 몰락과 농촌 사회의 분화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농민들 스스로도 고리대업에 진출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자 전답과 소, 말 등 가축을 파는 등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농
민의 몰락과 농촌 사회 분화를 가속시켰다.
(6) 도적 횡행과 사회 불안
동전이 법화로서 공․사 경제면에서 통용되기 이전에는 일반 백성들의 경
제 활동이 조나 쌀과 같은 곡물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곡물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많은 양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들이 곡물
을 크게 탐내지 않아 양민을 침탈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한
다. 그러나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가치의 저장과 이전이 쉬워짐에 따라 도적
행위가 종전보다 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적 집단의 규모도 훨씬 커졌다.
도적들 중에는 고리대나 지방 관리의 가렴주구를 견디지 못하고 농토와 집
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농민 출신이 상당수 있었다.
도적의 규모가 커지고 대담해짐에 따라 도적의 횡행에 따른 폐해나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매우 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을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도
적 행위가 단순히 의식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재물 약탈뿐만 아니라 자신
들을 의적(義賊)으로 자처하는 등 반사회 또는 반체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
어 19세기 들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던 농민 반란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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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 관리의 농민 수탈
동전이 유통·보급되기 이전에 물품 화폐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청렴하지
못한 수령이나 아전이 농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더라도 쌀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데다 남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뇌물 수수 행위가
자연히 견제되어 공공연히 행해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비교적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동전이 유통되면서 수령은 뇌
물로 받은 동전을 모았다가 집을 짓거나 토지와 노비를 살 수 있었고 아전
들도 농민으로부터 동전을 뇌물로 받아도 쉽게 탄로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
38)

에 대낮에 도시에서 뇌물 수수가 성행하여 ‘할박소민(割剝小民)’ 한다고 했
을 만큼 농민들이 착취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전이 유통되면서 지방
관리들의 부정행위가 종전보다 더욱 조장되어 관료 사회의 기강 해이와 국
가 통치 질서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착취 대상인 영세 농
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8) 신분 제도와 관료 제도의 해체
화폐 경제의 발달은 사회 신분에 따라 소유 형태가 규정되어 있던 토지
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층은 경제력이
약화되어 신분이 사실상 낮아지는 반면 대상인이나 서민 지주의 경제력은
강화되어 신분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화폐 경제의 발달은 재물로써 신분 계급의 상승이 가능해지는 매관
매직을 부추겨 신분 제도와 관료 제도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9) 사회 경제 윤리의 변질
조선 시대에 국가의 재정과 백성들의 생활은 취약한 농업 생산에 의존하
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근검절약이 항상 생활 미덕이나 경제
생활 윤리로 권장되었다. 그러나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화폐 경제와 고리대
자본이 발달함에 따라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의 소비, 사치 성향이
조장되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사치 생활을 영위
38) 할박은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벤다는 뜻으로 탐관오리가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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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풍조가 퍼져 근검절약 위주의 전통적 생활 기풍이 퇴색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또한 근면성을 전제로 하는 근로정신이 약해져 불
로 소득이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동전의 사주를 꾀하거나 도적 행위가 횡행
하는 등 사회 불안과 전통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가치 평가 기준도 타산과 실리 위주로 변화되면서 효도와
우애를 근간으로 하는 성리학적 가정 윤리가 약화되고 사회 신분의 척도가
재물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5. 화폐 제도의 문란
1866년(고종 3년)에 국가 재정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발행된 당백전이
상평통보를 퇴장시키고 물가 폭등을 초래하는 등 화폐 제도를 문란하게 하
였다. 이에 당백전의 주조·유통을 금지하였으나 당백전의 주조 중단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청나라 동전[淸錢]을 수입·유통하면서 화폐 제
도의 혼란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가. 당백전의 발행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李昰應, 1820～1898년)은 집권 초에 함경도 감영
에 개설되었던 동전 주조 사업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동전 소재를 공급하던
갑산 동광을 폐쇄하는 등 처음에는 화폐 경제를 철저히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원군의 이러한 화폐 정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 통
치 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1866년(고종 3년) 11월
좌의정 김병학(金炳學, 1821～1879년)의 건의에 따라 호조의 관리 하에 금
위영에서 당백전을 주조토록 하였다.
대원군이 당초의 화폐 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을 버리고 당백전을 주조·유
통하기로 결정한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착수한 경복궁 중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을 증원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국방 강화를 위
하여 거액의 군사비를 조달하고 세도 정치하의 삼정 문란으로 고갈된 국가
재정을 시급하게 보전할 필요도 있었다. 한편 갑산 동광의 폐쇄 조치로 동
전 소재 부족이 한층 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보다 많은 유통 가치를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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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고액 동전을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
당백전의 주조 사업은 1867년(고종 4년) 5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계속되
어 주조 총액이 1천 6백만 냥이라는 거액에 달했다. 도주(盜鑄)된 당백전까
지 감안하면 실제 유통량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주 행위는
당백전의 발행으로 더욱 성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정은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렸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백전의 실질 가치는 종래부터 통용되어 오던 상평통보 1문전의 5～6배
에 불과하나 명목 가치는 100배로 높인 것이었다. 조정은 당백전을 널리 통
용시키기 위하여 발행 초기부터 모든 공·사 거래에 당백전을 종래의 상평
통보 1문전과 병용시키기로 하고 각 관청의 지출과 수납을 당백전 3분의 2,
상평통보 1문전 3분의 1의 비율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1868년(고종 5년) 2
월에는 모든 공·사 거래에 있어서 1냥 이하의 거래는 상평통보 1문전을, 1
냥 이상의 거래에는 당백전을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악화인 당백전이
공·사 거래에 통용되자 양화인 상평통보 1문전은 차츰 자취를 감추는 현상
이 발생하는 한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백성들의 경
제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당백전의 발행 초기인 1866년(고종 3
년) 12월경에는 쌀 1섬의 가격이 7～8냥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1～2년 사이
에 44～45냥으로 급등하였다.
당백전의 발행으로 사회․경제적 폐단이 심화되자 1867년(고종 4년) 5월
에 당백전의 주조를 중단하였으며, 이듬해 10월에는 사헌부 장령(掌令) 최
익현(崔益鉉, 1833～1906년)의 상소를 계기로 유통마저 금지되었다. 유통이
금지된 당백전은 청전(淸錢) 또는 상평통보 1문전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
나 당백전의 통용 금지 조치는 그 후 또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나. 청전(淸錢)의 수입 통용
당백전의 유통 금지 조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은
당백전 주조 중지 조치를 취한 한 달 뒤인 1867년(고종 4년) 6월 역관에 의
39)

해 밀수입된 청전(淸錢) 의 유통을 합법화하였다. 청전을 수입·유통시킨 이
유는 효종, 영조, 정조 때와 마찬가지로 값이 싼 청전을 수입함으로써 비싼
재료비와 주전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
39) 청나라에서 황동으로 만든 동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쇠전으로 불리었으며 가경통보(嘉慶通寶), 도
광통보(道光通寶), 동치통보(同治通寶) 등이 이때 수입된 청나라 동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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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 가치가 상평통보 1문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가경통보, 도광통보, 동치통보 등 청전이 상평통보와 같은 값으로 유
통되었다. 1874년(고종 11년) 집계에 의하면 청전의 유통량은 3～4백만 냥
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양화인 상평통보 1천만 냥의 30～
40%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청전은 상평통보를 유통 시장에서 점차 몰아내면서 영남, 관북을 제외한
전국 각 지방으로 유통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청전의 유통으로 화폐 가치
는 더욱 하락하고 물가는 급등하여 백성들의 경제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지
자 조정은 1874년(고종 11년) 1월 6일 마침내 청전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청전의 유통 금지로 화폐 유통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재정 활동이 부진해
지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정
은 거액의 수입원 상실로 한층 더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일반 백성들의 납
세로 보전함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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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항기 및 대한제국 시대
제1절 화폐 제도의 혼란
1. 개항과 외국 화폐의 유입
당백전의 남발과 중국 동전의 수입 유통으로 심각해진 화폐 경제의 혼란
을 수습하지 못한 채 개항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근대 화폐가
유입되게 되었다. 일본 은화, 중국의 마제은(馬蹄銀), 멕시코 은화, 러시아의
루블 은화 등 여러 종류의 외국 화폐가 유입·통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
폐 제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1) 일본 은화의 유입
일본 은화는 1876년(고종 13년)

40)

2월 28일 체결된 「병자수호조약(丙子

修好條約)」, 뒤이은 「수호조규부록(修好條規附錄)」과 「통상장정(通商章
程)」에 따라 개항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병자수호조약 체결 이후 일본 상인이 대거 우리나라로 건너옴에 따라 일
본의 본위 화폐인 1엔(圓) 은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개항지에서 유통되게
되었다. 또한 개항 이후 일본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엔 은화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 범위도 점점 확대되었다.
그러나 1엔 은화와 이와 태환되는 일본 은행권은 일본인 거류지나 대도시에
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상평통보 즉
41)

엽전 이 일반적으로 유통되었다.
일본 거류민이 증가하고 일본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 은행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일은행(日本 第一銀行)은 1878
년 6월에 부산 지점을 설치한 후 1880년에는 원산에, 1882년에는 인천에 각
기 출장소를 두었다. 또한 1884년 2월에는 조선총세무사(朝鮮總稅務司) 묄
40) 개항기 이후는 대부분 고종 재위와 일치하므로 이하 임금 재위년을 따로 명기하지 않음. 1863년
즉위한 고종은 1896년 1월부터 건양(建陽), 대한제국 출범 직전인 1897년 8월부터 광무(光武)를 연
호로 사용하였으며 순종이 즉위한 1907년 8월부터 연호롤 융희(隆熙)로 바꿈
41) 상평통보를 제조할 때 여러 개의 잎이 달린 나뭇가지 모양의 거푸집에 주물을 부은 후 이것이 굳
으면 잎사귀처럼 매달린 동전을 떼어낸 데서 상평통보를 엽전(葉錢)으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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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 1848～1901년) 와 「해관세취급조
43)

약(海關稅取扱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장에서 해관(海關) 이 징수하는
관세 수수료, 벌금 등을 일본 제일은행이 거의 모두 취급하게 되었다. 이로
써 일본 제일은행은 외국의 민간 은행으로서 사실상 조선의 재정 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1897년에는 일본이 「화폐법」 개정을 통해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
여 일본 은화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구축되
었던 일본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일본 제일은행은 일본의 금본
위 제도 이행이 거의 확정되어가던 그 해 8월 「조선국화폐사의(朝鮮國貨幣
私議)」라는 건의서를 일본은행에 제출하였다. 일본 제일은행은 이 건의서에
서 조선의 화폐 유통 여건상 일본 1엔 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엔
은화에 ‘은(銀)’자 각인을 찍어 유통 화폐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제일은행은 각인은화(刻印銀貨) 유통을 일본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후 당시
우리나라의 총세무사로 있던 영국인 브라운(J.M. Brown)과 협의하여 각인
은화로 해관세를 납입토록 함으로써 이 은화의 유통을 도모하였다.
각인은화는 국내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유통되었으나 러시아인 재정 고문
알렉시에프의 주장으로 1898년에 유통이 금지되었다가 일본의 압력에 의해
다시 통용이 허용되었다. 이후 1901년 2월 금본위제를 실시하기 위한 「화
폐조례」의 공포로 각인은화의 통용이 금지되었으나 총세무사인 브라운은
해관세를 계속 각인은화로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각인은화의 통용 금
지가 해제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901년의 통용 금지령을 계기로 국내에
서 각인은화의 유통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2) 마제은(馬蹄銀)
중국에서는 냥(兩)을 단위로 하는 반정형적인 지은(地銀)이 화폐로서 유
통되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말굽과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44)

에서는 말굽은 또는 마제은 이라고 불리었다. 마제은은 1894년을 전후하여
42) 개항기에 활동한 독일인으로서 한국명은 목인덕(穆麟德)이며, 청나라 주재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
하다가 리훙장(李鴻章, 1823～1901년)의 추천으로 1882년 통리아문 참의사무부터 1885년 외부협판
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및 세관 업무를 맡음
43) 외국 무역을 위하여 항구에 설치한 세관을 일컬음
44) 원나라(1271～1368년) 말기와 명나라(1368～1644년) 초기에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청나라(1636～
1912년) 때에 가장 많이 주조됨. 주조된 마제은은 중국의 관허감정업체(官許鑑定業體)인 공고국(公
估局)에서 검사를 받아 중량과 품위가 결정된 후 유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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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통리조선통상교섭사의(統理朝鮮通商交涉事宜)인 위안 스카이(袁世
凱, 1859～1916년)나 쩡루창(丁汝昌, ？～1895년) 등이 군대나 사신을 인솔
해올 때 가지고 와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일
전쟁 때는 군용 자금으로 일시에 대량 유입된 마제은이 부자들 사이에 적
지 않게 퇴장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마제은의 대부분은 중국 상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주
로 중국 상인의 거주지, 평안도 의주, 압록강 상류 연안 등지에서 사용되기
도 하였으나 유통액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멕시코 은화
스페인은 1535년 당시 스페인령 멕시코에 조폐국을 설립하여 멕시코 은
화를 주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은화는 국내 화폐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멕시코의 중요 수출품으로서 외국으로 대량 수출됨에 따라 남북미 대륙은
물론 필리핀, 중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등의 동남아 각지로 유입되어 무
역용 통화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은화는 16세기 이래 수 세기에
걸쳐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멕시코 은화는 이 은화가 유입된 국가의 국내 거래에서도 많이 사
용되었는데, 이는 중량이나 품위가 거의 일정하여 가치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 은화는 동양의 화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양 각국이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어도 처음에는 거
의 예외 없이 멕시코 은화를 모델로 삼았던 데 기인한다. 일본의 1엔 은화
도 멕시코 은화를 본 딴 것이었다.
주로 청나라 상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멕시코 은화는 1882년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된 이후 개항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신용을 얻어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1883년 「조
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의 체결로 일본 화폐와 함께 해관세를 납부할
때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898년 이후 위조 멕시코 은화가 증가하여
신용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일본 화폐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시중에서 모습
을 감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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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블 은화
루블(Ruble)은 14세기 이래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 단
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북부 지방 즉 경흥(慶興)과 두만강의 상
류 연안에서 루블 은화가 유통된 일이 있다. 이는 당시 북쪽에 주둔하고 있
던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유입되었거나 시베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우리나
라 사람들이 귀국할 때에 가지고 들어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부 지방에서 유통된 루블 은화의 총액은 약 20만 루블 정도였던
45)

것으로 추측되는데, 1908년에 탁지부(度支部) 에 의해서 통용이 금지되었
다.
(5) 조선 화폐와의 비교
개항 당시 우리나라 화폐의 주종은 조선 숙종 이래 사용되어 온 상평통
보와 개항 이후에 주조된 당오전이었다. 그런데 상평통보와 당오전은 주요
성분이 동이었는데, 당시 국제 시장에서 동 가격이 자주 변동함에 따라 가
치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반면 외국인들이 개항지에 반입한 일본 1엔 은
화, 마제은, 멕시코 은화,

루블 은화는 모두 소재가 은이었고 당시 은 가격

이 동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항지에서는 외국 화
폐가 우리나라 화폐에 비하여 널리 유통되는 경향이 있었다.

2. 개항 이후 조선의 화폐
개항 이후에 주로 유통된 우리나라 화폐는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상평통
보였으며, 그 밖에 대동은전(大東銀錢), 당오전(當五錢), 평양전(平壤錢) 등
이 있었다.
(1)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1678년부터 주조·유통되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전국적으
로 통용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화폐이다. 동을 주요 소재로 하여 주조된
45) 구한말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던 관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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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는 유통 가치를 항상 같게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명칭

46)

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영과 관청에 의해서 분산 주조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도와 중량에 있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
어 유통상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개항 이후에는 외국과의 물자
교역량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상평통보의 유통량이 수요를 크게 밑돌았
47)

다. 개항 당시 유통되고 있던 상평통보는 약 1천만 냥 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대동은전
외국과의 통상 거래에 있어 동전 사용의 불편이 커지면서 금·은전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정은 1882년 10월 3종의 은전 즉 대동일전(大
東一錢), 대동이전(大東二錢), 대동삼전(大東三錢)을 발행하였다. 은전 뒷면
중앙에는 작은 원이 그려져 있으며 그 속에 호조에서 만들었다는 표시로
“호(戶)”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대동은전은 가운데에 구멍을 뚫지 않은
최초의 서양식 주화로서 근대적인 화폐의 형태를 갖추어 주조되었지만, 화
폐조례와 같은 근대적인 법적 근거는 제정되지 않았다. 대동은전이 주조·유
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은화와 동화가 같이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동은전은 발행되자마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
48)

(Gresham)의 법칙’ 에 따라 부자들의 수중으로 퇴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
어 시중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또한 대동은전의 소재로 사용된 마
제은의 가격이 올라 주조 원가가 상승한 데다 마제은의 구입도 여의치 않
자 1883년 6월에 주조가 정지되었다.
(3) 당오전
당오전(當五錢)은 극도에 달한 재정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통리기무아문의 주청에 따라 민태호(閔台鎬, 1834～1884년)의 관리하에

46) 상평(常平)은 ‘상시평준(常時平準)’을 줄인 말임
47) 당시 화폐 단위는 1관(貫)=10냥(兩)=100전(錢)=1,000문(文) 등 10진법이 채택되고 있었으며 냥이
기본 단위임
48) 한 사회 내에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화폐 가치로서 유통되는 경우
귀금속 가치가 작은 화폐는 가치가 큰 화폐를 유통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으로 16세기 영국의 재무
관 T. 그레셤이 제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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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2월에 발행되었다. 당오전이란 1매의 가치가 종래 주조·유통되어 온
1문전 상평통보의 5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데 사실상 당오전의 소재 가치는 대략 상평통보의 2배에 지나지 않아 실제
가치의 2.5배나 되는 명목 가치를 부여하여 강제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이
에 따라 당오전이 발행되자마자 악화인 당오전이 양화인 상평통보를 몰아
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당오전의 주조에 관하여는 김옥균(金玉均, 1851～1894년)과 묄렌도르프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당장의 재정 궁핍을 극복하기 위
한 방책으로 당오전의 주조를 주장하였으며 민영익(閔泳翊, 1860～1914년)
과 민영목(閔泳穆, 1826～1884년)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옥균은
당오전의 발행은 미봉책으로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300만 엔의 외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옥균이
대일 차관 교섭에 실패하자 결국 묄렌도르프의 주장대로 당오전이 발행되
게 되었다.
당오전은 처음에는 경희궁, 창덕궁, 만리창의 3곳에 설치된 주전소에서
주조되었으나 근대적 화폐 주조를 위해 상설 주전 기관으로 1883년 전환국
이 설립되면서 이곳에서 주로 주조되었다. 그 후 1888년에는 민간인에게도
당오전의 도급(청부) 주전 사업이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남발 경
향이 있던 당오전은 더욱 남발되었으며 품질도 크게 떨어지면서 물가 폭등
을 초래하였다.
당오전의 가치가 폭락하자 조정은 1889년 3월 당오전 주조를 중지하였다.
당오전 남발로 인하여 1891년 당오전은 상거래에서 상평통보 5매가 아니라
2～3매로 유통되었다. 한편 1894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는 당오전이 유통되
지 못하고 상평통보 유통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즉 화폐 유통 지역이 당오
전 지역과 상평통보 지역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4) 평양전
1890년 평양에 전환국 주전소가 설치되었고 이곳의 주조 사업은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閔丙奭, 1858～1940년)이 관장하였다. 그런데 평양 주전소에
서 주화의 질이 떨어지고 크기도 작은 당오전을 발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
터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때 발행된 동전에는 뒷면에 “평(平)”자가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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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1892년에는 1문전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는데 이 동전은 소량의
동에 아연, 주석, 철 등을 혼합하여 주조한 후 그 표면을 동색이 나도록 도
금한 주화로서 그 소재 가치가 종래의 1문전 상평통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을 평양전(平壤錢) 또는 신전(新錢)이라고 불렀으며 당
시 품질이 양호한 당오전 1개를 용해하면 평양전 5개를 주조할 수 있었다
고 한다. 평양전이 대량으로 남발됨에 따라 화폐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
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게 되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
었다.

3. 경성전환국의 설립
가. 전환국 설립 필요성
최초의 근대적 상설 조폐 기관인 전환국(典圜局)은 1883년 7월에 설립되
었다. 전환국 설립 이전에는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임시로 설치한 주전소
에서 화폐가 주조되었으나 당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설 조폐 기관이 필
요하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불안정하고 운송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유통량도 부족하여 개항 이후 여러 나라와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화폐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여러 선진국의 화폐 제도를
참고하여 근대적 화폐 제도를 도입하고 신식 화폐를 주조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서는 종래의 임시로 설치된 주전소와는 달리 규모가 크고 정밀한
조폐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독립된 상설 조폐 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었
다.
둘째, 다원화된 화폐 주조 사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정이 직접
주조 사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주화를 제
조·발행함으로써 화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개항 이후 국가 재정이 한층 더 궁핍해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량의 화폐를 지속적으로 주조해야 할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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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환국 설립 경위
전환국은 지금의 원서동(苑西洞, 당시 원동)에 있는 큰 집에 임시 사무소
49)

를 마련하여 설립되었으며, 관리사무(管理事務)에 민태호, 총판(總辦) 에 이
중칠(李重七), 방판(幇辦)에 안정옥(安鼎玉) 등이 임명되었다. 전환국이 설립
될 당시에는 재정 궁핍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여서 설립 목적과는 달리 독
점적으로 화폐를 주조·공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각지의 주전소에서
화폐 주조가 남발됨에 따라 당오전의 시세가 크게 하락하자 통리군국사무
아문의 건의에 따라 1883년 10월부터 전환국에서는 당오전만 주조하기로
하고 그 밖의 여러 주전소에서는 엽전만 주조케 하였다.
한편 묄렌도르프는 1883년 말에 근대 화폐의 주조를 위한 주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 공사 푸트(H. Foote)
와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그리고 당시의 선각자인 윤치호(尹致昊, 1865～
1945년) 등이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1884
년 2월에 묄렌도르프를 전환국 총판으로 임명하여 신식 화폐 주조 계획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서동에 있던 전환국 건물은 너무 좁아 근대적 조폐기기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87년 10월에 선혜청 별창(別倉) 자리에 새로운
전환국 건물을 건립하였으며 경성전환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경성전환국의
건물이 완공되면서 근대식 조폐기기도 설치되었다. 근대적 조폐기기는 독일
계의

50)

세창양행(世昌洋行) 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51)

Kraus), 디트리히트(C. Diedricht), 리이트(C. Riedt)

이때

크라우스(F.

등의 독일인 기술자도

초빙되었다.

다. 화폐의 제조
경성전환국에서 조폐기기를 수입할 당시에 주화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49) 총판과 방판은 임오군란(1882년) 이후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 운영된
관직으로 각각 지금의 장관과 차관에 해당되며, 기기국, 전환국, 감리서 등에 둠
50) 독일 함부르크의 마이어(Meyer) 상사(商社)가 우리나라와 독일 간의 무역을 위하여 1883년 제물
포(현재의 인천)에 설치한 지사의 한국 명칭으로서 경성전환국은 이 상사가 제출한 설계도에 따라
건축됨
51) 크라우스는 묄렌도르프에 이어 외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임명된 전환국 총판이고, 디트리히트는 조
폐 기기의 관리, 화학자인 리이트는 금․은 분석을 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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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소전과 극인(제조 금형)도 독일에서 수입하였는데, 이때 도입된 극
인은 다음과 같다.
금 화 ------ 20환(圜), 10환, 5환, 2환, 1환
은 화 ------ 1환, 5냥, 2냥, 1냥, 반냥
적동화 ------ 20문, 10문, 5문, 2문, 1문
52)

독일에서 수입한 극인은 조각이 선명하지 못하여 일본인 기술자 를 초빙
하여 수정·보완한 후 시주화(試鑄貨)를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시주화에
는 앞면 위쪽에 국장(國章)인 태극장이 들어가고 좌우에는 왕실을 나타내는
자두나무가지(李支)를 교차시켰으며 뒷면 중앙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龍)을 표현하였다. 최초의 시주화는 1885년의 을유시주화(乙酉試鑄貨)로
서 1냥 은화용과 5문 적동화용 석화(錫貨)가 만들어졌다. 1886년에는 주석
에 금도금하여 만든 금화용 5종, 주석에 은도금을 한 은화용 5종, 구리로
만든 동화용 5종의 시주화가 만들어졌다.
경성전환국의 화폐 제조

<표 4-1>

종

류

은

화

1환

약 1,300장

화

10문, 5문

약 4,000장

적

동

액

면

주 조 량

자료 : 三上 豊, 「전환국 회고담」, 12쪽

그러나 실제로 경성전환국에서 제조된 화폐는 1888년의 1환 은화, 10문과
5문의 적동화 3종뿐인데, 이마저도 시중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시주화
폐로서의 구실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종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금·은·동화를 제조·유통하고자 한 계획
은 그간 상평통보라는 동화(銅貨)만 유통되던 상황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
인 정책이었다.
둘째, 화폐 제조에 필요한 금·은 보유량과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
라 궁핍한 국가 재정 형편에는 경성전환국 운영 자금마저도 부담이 되었다.
또한 신식 화폐 제조에 따른 화폐 제조 차익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52) 일본 조폐국의 기술자 이나가와 히꼬따로(稻川彦太郞), 이께다 다까오(池田隆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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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당시 근대 화폐를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국내의 경제․사회
적 기반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신식 화폐의 제조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경성전환국에서는 근대적인
조폐 시설로 당오전을 주조하거나, 평양에 분소를 설치하여 당오전과 1문전
상평통보를 주조하기도 하였다. 경성전환국의 근대 조폐 시설은 후에 인천
전환국에서 다시 활용되었다.

제2절 은본위 제도의 도입
1. 은본위 제도의 도입 경과
가. 「신식화폐조례」의 제정 시도
1890년대에 이르러 당시 유통되던 우리나라의 화폐로는 외국과의 통상
무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미 개항장을 중심으로 멕시코 은화, 일본
은화, 루블 은화, 마제은 등의 외국 은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
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은본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
다. 1891년에 은본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일본 제58은행장
오오미와 죠우베(大三輪長兵衛)가 제안하고 전환국 방판(幇判) 안경수(安駉
壽, ?～1900년)와 당시의 주일 공사 김가진(金嘉鎭, 1846～1922년)이 주도하
여 「신식화폐조례(新式貨幣條例)」가 입안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본위 화폐를 5냥 은화와 1냥 은화 둘로 정하되, 전자는 외
국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후자는 내국인의 거래에 사용토록 하였다. 화폐
액면간 교환 비율은 1냥을 10전, 1전을 10푼으로 하는 종래의 10진법이 계
승되었다. 이 밖에 화폐 발행권을 전환국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거하여 1892년 12월에 1냥 은화, 5냥
은화,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가 인천전환국에서 제조되었
다.
그러나 이 조례는 청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부당한 간섭과 국내 수구파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제조된 근대 화폐들도 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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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식화폐발행장정」의 공포
갑오농민전쟁(1894년)을 계기로 조선에 파병한 일본은 김홍집(金弘集,
1842～1896년) 내각을 구성케 한 후 그 해 6월 25일 군국기무처를 설치하
고 200여 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혁 내용을 발표하면서 갑오경장(甲午更
張)을 추진하였다. 그중 재정․금융에 관한 조치로는 조세금납제(租稅金納
制)의 실시와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한 은본위 제도
의 채택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 극히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1894년 7월 11일에 공포된 조례로서 1891년의 「신식화폐조례」를 바
탕으로 하여 외국의 화폐라도 동질(同質), 동량(同量), 동가(同價)이면 국내
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장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의 종류는 은, 백동, 적동, 황동의 4종으로 한다.
둘째, 최저 단위는 푼으로 하고 10푼을 1전으로 하며 10전을 1냥으로 한
다.
셋째, 1푼은 황동, 5푼은 적동, 2전 5푼은 백동, 1냥과 5냥은 은으로 한다.
넷째, 5냥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조 화폐로 한다.
다섯째, 신․구 화폐는 병행 통용하되 그 교환 비율은 황동 1푼=구전 1매
(枚), 적동 5푼=구전 5매, 백동 2전 5푼=구전 25매, 은 1냥=구전 100매, 은
5냥=구전 500매로 한다.
여섯째, 신식 화폐를 많이 제조하기 전에 외국 화폐를 혼용하도록 하되
본국 화폐와 동질, 동량, 동가인 것만 통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은화를 본위 화폐로, 동화와 엽전을 보조 화폐로 삼는 근대적 화
폐 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
로 본위 화폐인 5냥 은화를 다량 제조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인천전환국은
보조 화폐 중 제조 차익이 큰 2전 5푼 백동화와 5푼 적동화의 제조에 치중
하였다.
한편 「신식화폐발행장정」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막
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자국 화폐의 조선 진출을 합법화한 것으로
화폐 개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없이 공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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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전환국의 설립
가. 설립 경과
1891년 전환국 방판 안경수가 상평통보 주조 자금 조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사카 조폐국장 등 일본 측은 근대적 화폐 제도의 도입을 권
유하였다. 안경수로부터 일본 측의 제안 내용을 보고받은 조정은 일본과 같
은 근대적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사카제동회사(大阪製銅會社) 사장 마쓰다 노부유키(增田信之)는 자진하
여 화폐 제조 자금의 대여를 제의하면서 대여 조건으로 전환국의 운영권을
일본에 위임할 것과 일본의 제58은행장 오오미와를 전환국의 관리로 임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 조건을 수락하자 마쓰다는 25만 엔을 대여
하였으며 일본에 지급하여야 할 갑신정변 배상금 중 미지급금의 이자 2만
7백 엔을 일본 정부가 전환국 설립 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주선하였다.
마쓰다는 전환국의 감독에 취임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사무원과 기술자
등 15～16명의 일본인을 입국시켰다. 그리고 경성전환국을 해체하고 지금의
인천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인천전환국을 설치하였다. 인천전환국은 1892년 5
월에 착공되어 그 해 11월에 완공되었다. 전환국 이전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운송상의 이점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서울보다 일본인의 영향력
이 강한 인천에 전환국을 설립함으로써 선진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보다
용이하게 조선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인천전환국 설립 이후 오오미와와 마쓰다가 이권과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자 조선 조정은 이를 이용하여 건축비와 그 이자 등 14만 9천 엔을
마쓰다에게 지급하고 1893년 3월 23일에 전환국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주도
권을 회복하였다.

나. 주화 제조
1892년 11월에 완공된 인천전환국은 그 해 12월 4일에 시운전을 마치고 5
냥 은화를 시작으로 주화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892년 인천전환국에서
53)

제조된 화폐는 5냥 은화 2만 원(元) , 1냥 은화 7만 원, 2전 5푼 백동화 5만
53)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의 공포로 공식적인 화폐 단위는 ‘냥’이었으나 이용상의 불편과 동질·
동량·동가의 외국 화폐 혼용 등의 영향으로 1894년부터 1900년 사이의 공공 부문 자료에서 흔히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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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원, 5푼 적동화 9만 2천 원, 1푼 황동화 9백 원이었다. 당시 인천전환국
54)

은 용해 압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일본에서 소전(素錢) 을 수입하여
압인 가공하는 데 그쳤다. 이곳에서 제조된 주화는 경성전환국에서 제조된
주화와 달랐다. 즉 앞면의 중앙 상부에 태극무늬 대신 자두꽃무늬(李花章)를
사용하였으며 오른쪽의 자두나무 가지는 그대로 두었으나 왼쪽에는 국화인
무궁화 가지가 도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처음 제조한 주화에는 개국 501
년의 연호를 쓰고 국호를 “대조선(大朝鮮)”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본인들이 귀국한 후 인천전환국은 일본에서 기술 연수를 받은 이형순
(李亨順), 하성근(河聖根), 한욱(韓旭) 등 우리 기술진에 의해 가동되었으나
재정난과 기술․운영 능력이 부족해 주화 제조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였
다. 1893년 7월에 안경수가 오사카 조폐국에 극인(주화 금형)의 개조와 은
화 소전의 제작을 의뢰하러 갔다가 오사카 조폐국의 조각 기사 아즈마 낑
노스께(東金之助)와 함께 신종 5냥 은화의 극인(액면 표시가 一圜으로 개체
됨)과 약간의 은, 백동, 동 소전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에 운휴 중이던 인천
전환국은 그 달 23일부터 재가동되었지만 재정난이 심해 열흘 작업하고 두
달 운휴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였다.
한편 인천전환국에서 제조된 신화폐는 제조 후 3년이나 사장된 채 발행
되지 못하였다. 이는 인천전환국의 신화폐 제조량이 수요에 비해 적었고
신․구 화폐의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하지만, 당시
청의 위안스카이가 1892년 제조된 주화(개국 501년 표시)에 국호가 “대조
선”이라고 표시된 데 대하여 “대”자의 삭제를 요구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위안스카이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이후 제조된 주화(개국 502년
이후)는 국호가 “조선”으로 수정되었다가 청일전쟁이 끝난 후 다시 “대조
선”으로 바뀌었다.
인천전환국 설치와 동시에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 업무를 담당할 태환
서(兌換署)가 서울에 신설되었으며, 태환서의 방판에는 오오미와가 취임하
였다. 이 태환서에서는 4종(50냥권, 20냥권, 10냥권, 5냥권)의 호조태환권(戶
曹兌換券)을 발행하여 구화폐와 교환함으로써 우선 화폐 제도를 정비한 후
신화폐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호조태환권을 다시 신화폐와 교환하여
회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정은 각지에 태환서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
도 선정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 인천전환국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태환서
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제조되었던 호조태환권은 발행되지 못한 채
54) 앞․뒷면에 문양이 압인되지 않은 동전 모양의 원형 금속판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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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되고 말았다.

3. 백동화 인플레이션
1892년 12월에 처음 제조된 2전 5푼 백동화(白銅貨)는 1894년 「신식화폐
발행장정」의 공포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본위 화폐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55)

56)

57)

서 관주(官鑄) , 특주(特鑄) , 묵주(黙鑄) , 도주에 의하여 과잉 제조되고
외국에서도 도주되어 밀수입되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정한 본위
화폐 5냥 은화는 최초에 겨우 2만 원 정도만 발행되고 제조 차익이 많은
백동화가 남발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일본이 청일전쟁 중 군수
물자 조달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일본화의 통용으로 타개하고자 한 것이
었던 만큼 이 장정에 의한 백동화 유통 지역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통
과 지역 주변인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등에 한정되었으며,
전라도, 함경도, 경상도는 일본 화폐와 백동화의 혼입에 완강하게 저항하여
엽전 유통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상권이 상평통보 유통 지역과 백동화 유통
지역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상업 발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백동화
유통 지역에서는 백동화의 유통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화폐 가
치가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898년부터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백동화의
제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백동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백동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국내 화폐의 신용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치가 안정된 일본 은행권과 보조 화폐가 일본 상인의 활발한 상거래 활
동에 힘입어 다량으로 대한제국에 유입되었다. 일본 화폐의 국내

유입량이

증가하고 유통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일본 화폐가 대외 무역의 주요
지불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백동화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백동화 남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55) 전환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당시 백동화 제조에 의한 제조 차익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
을 점하고 있었음
56) 궁내의 대신이나 일부 관리를 통해 임금이 직접 특정인에게 백동화 제조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제조액의 일부를 면허세로 납부함
57) 왕실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정인에게 화폐 제조를 허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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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가 마비될 상태에 이르자, 독립협회는 1898년 6월 18일 본위 은화를
제조·발행하고 보조 화폐의 사용을 중지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
는 당장의 재정 조달에 급급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폐 제도의 문란은
일본 자본주의의 조선 진출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본 상인의
이익을 옹호해오던 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가 주한 일본 공사에 제
출한 건의안을 기초로 1902년 3월에 일본 공사관에서 개최된 각국 공사 회
의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전환국의 백동화 제조 중지, 묵주․사주의 엄금, 백
동화의 유통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할 것을 결의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전환국은 1902년 4월 5일 백동화의 제조를 일단 정지하
였으며 일본 정부도 같은 해 11월 7일 일본에서의 대한제국 화폐 위조나
밀수출 행위를 엄금하는 칙령을 공포하고 대한제국 내에서 화폐 위조 행위
를 한 일본인의 대한제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대책만
으로는 악성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수습될 수가 없었다.

제3절 대한제국기 금본위 제도 도입과 중앙은행 설립 시도
1. 근대 은행의 설립
개항과 함께 일본의 은행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근대 은행의 설립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조정은 1894년 6월 중앙 관제를 개편할 때 호
조를 폐지하고 탁지아문(度支衙門)을 신설하면서 그 아래에 은행국을 두고
국내 공․사 화폐 태환사무(兌換事務)를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전환국장이
은행국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1895년에 탁지아문이 다시 탁지부로 개편되
면서 은행국이 폐지되고 사계국(司計局)에서 은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보게
되었다.
이후 근대은행 설립을 위한 민족적 열망이 결실을 맺어 조선은행을 필두
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나, 둘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가. 조선은행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은행은 1896년 6월에 창립된 조선은행(朝鮮銀行)이
었다. 이 은행은 탁지부 대신 심상훈(沈相薰, 1854～?), 탁지부 협판(協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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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李在正), 농상공부 협판 이채연(李采淵), 김종한(金宗漢), 안경수(安
駉壽), 이근배(李根培) 등이 주축이 되어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여 순
수 민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탁지부의 인가를 얻어
1897년 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초대 은행장에는 안
경수가 취임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국고 출납 업무와 대출 업무를 수행하였
으며 1899년에는 상호를 한흥은행(漢興銀行)으로 바꾸었다. 그 후 한흥은행
은 경영부실 등으로 1901년 10월 폐점되고 말았다.

나. 특립제일은행
1900년 10월 경성(서울 종로)에 자리 잡고 있는 저포전(苧布廛)과 망문상
전(望門床廛)

58)

상인들이 농상공부의 허가를 얻어 특립제일은행(特立第一銀

行)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의 개업 시기와 업무 내용 등은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90년대에 설립되었던 여러 은행이 황실이나 고급 관료들에 의
해서 창립된 데 반해 특립제일은행은 육의전의 상인들에 의해서 창립되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 한성은행
한성은행(漢城銀行)은 1897년 2월에 김종한(金宗漢), 이보응(李普應) 등 9
명이 발기하여 탁지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창립되었고, 그 해 2월 19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성은행은 민간인의 예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
를 잡거나 무담보로 대출도 하였다. 이 은행은 창립 6년 후인 1903년에 공
립한성은행으로 개편되었으며 1943년에는 동일은행(東一銀行)과 합병하면서
조흥은행(朝興銀行)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라. 대한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은 1899년 1월 관계와 실업계의 인사 31인이
발기인이 되어 은행 설립을 결의하고 그 해 1월 22일에 탁지부에 설립 청
원서를 제출하여 1월 30일에 탁지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창립되었다. 초대
58) 저포전은 어용 상점인 육의전의 하나로 모시를 매매하였으며, 망문상전은 잡화를 판매하던 상점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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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에는 민병석(閔丙奭)이 취임하였으며 개설 당시의 자본금은 5만 6천
원이었다.
이 은행은 개업한 지 2개월여밖에 안 되는 3월에 탁지부로부터 인천, 부
산, 목포 지점을, 4월에는 개성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다.
1911년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으로 개칭되었으며 1912년에는 한성공동
창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조선상업은행은 1950년 4월에 다시 한국
상업은행(韓國商業銀行)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2. 용산전환국의 설립
대한제국 정부는 화폐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차관을
받아 인천전환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확장 공사는 건축과 기계 증설에 관
계되는 일체의 업무를 다시 일본인 마쓰다(增田)에게 위임하여 1898년 8월
에 착공되었다. 그러나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전환국을 용
산으로 이전하라는 고종 황제의 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고종이 이와 같은 명을 내린 이유는 경인선이 곧 개통될 예정이어서 경
성의 교통․수송상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데, 보다 근본
적으로는 대한제국의 화폐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측에 대항하여 전환국을
경성으로 이전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9월 탁지부는 마쓰다와 용산전환국 건립 계약을 맺고 10월에 현재
의 용산구 원효로에 총 공사비 25만 원으로 용산전환국 건립 공사를 착공하
였다.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00년 5월에 비로소 시운
전을 하고 8월에 인천전환국의 조폐 시설을 용산으로 옮겨 9월 10일부터 백
동화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6월 1일에는 고종 황제가 하사한 마제
은 50개를 소재로 용해와 압연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은화 제조를 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우표 인쇄를 위해 설치된 농상공부 인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폐 제조에 필요한 제지소와 인쇄소도 갖추었다.
용산전환국에서는 1901년 2월에 공포된 「화폐조례」에 의거 화폐를 제
조하였는데,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뒷면의 도안이 종래의 쌍룡에서 독수리
로 바뀌었으며 독수리의 가슴에는 8괘로 둘러싸인 태극장이 그려져 있었다.
1901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조된 독수리 도안의 반환(半圜) 은화는 궁정에
납입되었으며, 1901년과 1902년중 약 90만 환 정도의 반환 은화가 제조되었
으나 시중에 발행되지 못하고 러일전쟁 중 오사카로 보내져서 신화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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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었다. 용산전환국에서도 백동화가 집중적으로 제조되었다.
전환국의 화폐 제조액

<표 4-2>

(단위 : 천환)

연 도
1892(고종 29)
1894(고종 31)
1895(고종 32)
1896(건양 1)
1897(광무 1)
1898(광무 2)
1899(광무 3)
1900(광무 4)
1901(광무 5)
1902(광무 6)
1903(광무 7)
1904(광무 8)
계

5냥
은화
19.9

1냥
은화
70.4

35.8
63.0

19.9

169.2

반환
은화

백동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 합 계
59)
취화
51.9
91.7
0.9
234.8
35.6
35.6
160.9
176.5
4.2
341.6
34.6
284.4
318.9
17.3
28.4
45.7
349.0
248.3
633.1
1,281.6
34.2
1,378.8
2,030.5
2,030.5
209.7
2,873.8
3,083.6
705.6
87.3 2,885.9
14.8
3,693.5
34.1 3,610.2
57.6
3,701.9
4.5 3,447.9
10.2
3,462.6
915.3
125.9 16,743.6
981.6
5.1 18,960.6

자료 : 甲賀宣政, 「근세 조선 화폐 및 전환국의 연혁」, 조선총독부 월보 1914년 12월호

3. 금본위 제도의 도입 시도
1890년대 초 이미 세계 주요국이 금본위 제도로 이행하고 있었고 러시아
와 일본도 각각 1893년과 1897년에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세계
적 조류에 따라 대한제국도 1898년 7월 28일에 금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은화를 보조 화폐로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1901년 2월에야 비로소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는 「화폐조례(貨幣條例)」가 제정·공포될 수 있었다.
전문 11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앞서의 「신식화폐조례」와 「신식화폐발
행장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화폐의 제조 발행권이 일체 대한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
히 함으로써 화폐고권(貨幣高權, Coinage Prerogative)을 확립하는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둘째, 순금 2푼을 1환으로 하여 이를 기본 단위로 정하고 종전의 1냥=10
전=100푼의 액면간 교환 비율을 1환=100전으로 바꾸었다.
59) 백동화의 종래 문양인 용을 빼고 독수리 문양을 넣은 백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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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화 -------- 20환, 10환, 5환
은화 -------- 반환, 20전
백동화 ------ 5전
적동화 ------ 1전
넷째, 각종 화폐의 문양(文樣), 품위(品位), 중량(重量), 공차(公差), 통용최
경양목(通用最輕量目) 등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러시아 출신 알렉시에프(K. Alexieff)
의 영향을 받은 친러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주된 목적은 금본위 제도
로의 이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일본 각인은화의 통용을 금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화폐조례」가 발표됨
과 동시에 일본 1엔 은화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조례는 일본의
화폐법과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일본의 화폐 단위인 엔(圓)과 같이 순금 2푼
(750mg)을 1환으로 하였으며 화폐의 종류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궁핍으로 금화를 제조하지 못하였고 이 조
례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됨에 따라 「중앙은행조례(中央銀行條
例)」, 「태환금권조례(兌換金券條例)」와 함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하
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4.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의 공포
1901년 「화폐조례」의 제정으로 대한제국의 화폐 제도가 은본위 제도에
서 금본위 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화폐와 금융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설립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1902
년에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듬해 3월 24일
칙령 제8호로 공포되었다.
「중앙은행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은행은 액면 가격 50환인 주식 6만 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3백
만 환의 주식회사로 설립토록 한다.
둘째, 주식은 기명식으로서 대한제국 사람만 보유할 수 있다.
셋째, 영업 연한은 30년이나 주주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넷째, 태환은행권의 발행은 중앙은행이 독점한다.
「태환금권조례」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5종(1환, 5환, 10환, 50환, 100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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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화 태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 준비는 일부정화준비제
60)

61)

62)

도(一部正貨準備制度) 로서 정화준비(正貨準備) 와 보증준비(保證準備) 에
의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탁지부 대신 심상훈이 중앙은행 총재, 내장원경(內
藏院卿)

63)

이용익(李容翊, 1854～1907년)이 부총재를 겸임하게 되었다. 심상

훈과 이용익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은 중앙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1901년에
제정된 「화폐조례」를 시행함으로써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자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에 대해 은행의 신용이란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어서 신생 중앙은행에 국고금의 취급을 맡기는 것이
어려우며 해관세의 취급은 일본 제일은행이 묄렌도르프와 계약하여 취급하
고 있는 만큼 대한제국 정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그 달 25일 중앙은행
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던 이용익이 일본으로 납치됨으로써 「중앙은행조
례」와 「태환금권조례」의 시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제4절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과 금융 공황
1. 1905년 화폐 정리 사업 직전의 일본 화폐
가. 일본 제일은행권의 발행
1884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관세 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일본 제일은행은
1901년의 「화폐조례」에 의해 일본 1엔 은화의 유통이 금지되자 은행권
발행을 도모하였다. 이는 개항장의 무역 거래에 사용되던 일본 은화를 대체
하는 한편 대한제국에서 일본 금화와 금화 태환권의 유통을 줄이면서 거류
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일본 제일은행은 1901년 4월 해관세를 담보로 대한제국 정부에 3백
60) 은행권 발행액에 대하여 보증 준비로 가능한 한도액을 정하되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권 발행을 위
해서는 정화 준비를 요구하는 제도임
61) 태환 은행권 발행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위 화폐(금화 또는 은화), 금지금(金地
金), 금환(金換)을 지칭함
62) 정화 준비를 상회하는 은행권 발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국채, 상업어음, 확실한 유가증권을 지칭함
63) 황실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장원(莊園), 기타 재산의 관리를 맡아 보는 내장원의 으뜸 벼슬임

- 67 -

만 엔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은행권 발행권을 획득하고자 당시 영국 출신
고문이었던 브라운(J.M. Brown)을 통하여 대한제국 정부와 교섭하였다. 대
한제국 정부는 이 제안을 당연히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나라
의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교섭이 중단되고 말았다.
일본 제일은행은 같은 해 10월에 무역을 촉진시키고 해관세의 원활한 출
납을 도모하고자 일람불 약속 어음의 발행 허가 신청서를 일본 대장성에
제출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일은행에 사실상의 은행권인 무기명식 일
람불 어음의 발행을 허가하는 특별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일
개 상업 은행에 지나지 않는 일본 제일은행이 「주식회사 제일은행규칙」
을 만들어 대한제국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일은행은 일본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1엔, 5엔, 10엔 3종의 은행
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1엔권 30만 엔, 5엔과 10엔권 각 50만 엔 등 총 130
만 엔의 제조를 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하였다. 그리고 1902년 5월 31일에는
「은행권의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장성의 승인을 받았
다.
이들 은행권은 대한제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 제일은행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를 통하여 발행토록 하였으며, 인쇄국에서 제조되는 순서대로 1
엔권은 1902년 5월 20일부터, 5엔권은 8월부터, 10엔권은 12월부터 발행하
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일은행권의 총발행액은 1903년 말에 87만 엔이었으
나 1904년 말에는 337만여 엔에 달하였다.

나. 일본 제일은행권의 특징
일본 제일은행권은 1902년과 1904년에 제조된 구권과 새로운 도안으로
1908년 이후에 발행된 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권을 살펴보면 일본 제
일은행 총재 시부사와 에이이찌(澁澤榮一)가 주된 도안 소재로 사용되었고
일본 화폐와의 태환 문언이 앞면에 일어로, 뒷면에 한글과 영어로 기재되었
으며 대한제국의 영문 국명이 “Corea”로 표기되었다. 구권 중 1902년권에는
64)

앞면 네 귀에 일본 제일은행 휘장인 이중성(二重星) 이 사용되었으나 1904
년권에는 이중성 대신 금액을 표시하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표시되었
다.

64) 두 개의 별이 서로 겹친 모양의 휘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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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을 보면 1908년 8월 1일부터 발행된 1엔권에는 수원 화성의 화홍문
(華虹門), 이듬해 1월 1일 발행된 10엔권에는 창덕궁의 주합루(宙合樓), 7월
1일 발행된 5엔권에는 광화문(光化門)이 주된 도안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
들 일본 제일은행권은 요판인쇄(凹版印刷)되었는데 구권은 대장성 인쇄국에
서, 신권은 내각 인쇄국에서 제조되었다.
일본 제일은행권에 사용된 위조 방지 장치로는 구권의 경우 각 권종 모
두 “제일은행(第一銀行)” 문자가 숨은 글씨(隱書)로 들어 있고, 신권의 경우
에는 10엔권에 태극장과 벚꽃, 5엔권에는 국화당초(菊花唐草)와 자두꽃(李
花章), 1엔권에는 태극장과 자두꽃이 숨은 그림으로 들어 있다.
한편 일본 제일은행은 1904년 6월부터 10센(錢), 20센, 50센짜리 소액권을
별도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액권에는 봉황과 용이 주된 도안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모조지에 철판인쇄(凸版印刷)되었다.

다. 일본 제일은행권 배척 운동
일본 제일은행권이 발행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그 미려함과 편의성을 인
정하여 유통액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 요인이나 재야 지식
인들은 일본 제일은행이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 있다고 인식하여 제일
은행권의 유통을 배척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경성과 인천에서
는 제일은행권의 휴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에서는 일
본인 거류지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상인들의 단체인 신상협회(紳商協會)가
제일은행권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1902년 8월에는 외부대
신 조병식(趙秉式, 1832～1907년)이 각 항구의 감리(監理)들에게 제일은행권
의 수수를 금지하라는 훈령을 내렸으며 경성과 진남포에서는 이 훈령이 비
교적 잘 지켜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제일은행은 각 지점과 출장소에 태환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
기와라 모리가즈(萩原守一)의 교섭으로 연 2회(6월과 12월) 제일은행권 발
행 상황을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한다는 조건부로 수수 금지 훈령이 1903년
1월 8일에 해제되었다.
그러나 수수 금지 훈령의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용익의 주장을 계기
로 제일은행권 배척 운동이 재연되어 1903년 2월에 금지령이 다시 선포되
었다. 또한 민간의 배척 운동도 치열하여 인천, 군산 등지에서는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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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금화 태환 청구가 쇄도하였다.
이와 같이 금화 태환 청구가 급증하자 일본은 하기와라 대리 공사를 통
하여 각 항구의 영사들에게 일본으로부터 자금이 도착할 때까지 금화 태환
을 연기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을 내리는 한편, 군함을 인천에 입
항시키고 제일은행권의 통용 금지에 따른 일본 제일은행의 손해 배상을 대
한제국 정부에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교섭을 거듭
한 끝에 정부는 2월 12일 제일은행권 유통 금지령을 철회함과 동시에 이의
통용을 방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취지의 포고까지 내렸다.
1903년 6월에는 송수만(宋秀萬, 1857～?)을 중심으로 제일은행권 배척 운
동이 또다시 전개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배척 운동이 약화된
반면, 일본 제일은행은 제일은행권 소지자들의 태환 요구에 적극 응함으로
써 오히려 제일은행권에 대한 신용이 두터워져 그 유통액은 점차 늘어났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03년 3월 말에 제일은행권의 신용을 보다 높이기 위하
65)

여 일본 제일은행에 지급 준비율의 인상

등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제일은행은 그 해 6월 8일 신규칙을 제정하여 7월 3일 일본 대장성으
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라. 일본 군표와 소액권 발행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대한제국에서 화폐 특히 소액 화폐가 부
족하여 군수 물자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군표(軍票)를 발행
하였다. 이 군표가 시중에서 할인·유통됨에 따라 일본 제일은행은 1904년 3
월 4일 군표 1엔(圓)을 일본 화폐 89센(錢)과 교환한다는 광고를 내걸었고,
이어 대한제국 정부도 그와 동일한 훈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
은 이 교환 비율에 의거 11%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수탈당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군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액 은행권의 발
행을 일본 제일은행에 지시하였고, 이에 일본 제일은행은 50센(錢), 20센,
10센의 소액 은행권을 같은 해 6월부터 발행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은 안정
적인 가치를 지닌 보조 화폐가 없어 일반 국민들이 이를 자주 사용함에 따
라 그 발행액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 러일전쟁이 끝나 일본
65) 당초에는 발행액 5만 엔까지는 전액, 5만 엔 이상은 3분의 1의 지급 준비금을 쌓도록 하였으나,
그 후 발행액 전액에 대해 지급 준비하되 백만 엔까지는 3분의 2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반액을
정화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보증 준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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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귀환하고 대한제국 화폐 제도가 정리되어 보조 화폐가 발행됨에 따
라 일본 제일은행은 그동안 발행한 소액권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은행권 발행 업무가 구 한국은행에 계승되었을 당시의 일본 제일은행 소액
권 발행액은 1만여 엔이었다.

2.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
가. 화폐 정리 사업의 실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 정부
에 압력을 가하여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사람을 우리나라 재정
고문으로, 외국인 한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하여 일체의 사항을 그들의
의견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협정서(韓日協定
66)

書)」 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에 따라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主稅局長)이
던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그 해 9월 30일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
여 국가 재정은 물론이고 화폐와 금융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
하였다.
메가다는 대한제국 화폐 제도의 문란은 전환국이 백동화를 남발한 데 주
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의정부 참정대신 신기선(申箕善, 1851～1909년)에
게 전환국의 폐지안을 상주토록 하였으며, 이 안이 그 해 11월 28일 고종
황제의 재가를 얻음에 따라 전환국은 마침내 폐지되고 말았다. 용산전환국
이 폐지된 후 그 시설은 오사카 조폐국으로 옮겨졌으며 메가다는 대한제국
의 각종 화폐를 오사카 조폐국에서 제조케 하였다.
한편 메가다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할 당시 대한제국은 백동화 유통 지역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과 엽전 유통 지역(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강원도 일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는 두 유통 지역을 통합하
는 동시에 백동화, 엽전 등을 정리하고 일본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가다는 백동화와 엽전 등 구화폐의 회수와 교환을 화폐 제도
정리의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에 본위 화폐가 없어 물가의 변동이 격심하여 상공업의 발
달과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을 기초로 화폐 가치의 표준을
66) 공식 명칭은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이며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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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둘째, 백동화는 조악하여 사주 또는 위조하기 쉬우며 특히 수년간 과잉
제조된 데다 사주와 위조가 행해진 지 오래되어 거의 그 진위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신할 만한 적당한 보조 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엽전은
유통량이 너무 많으므로 일부를 회수하여 적당한 양으로 감축하고 조악한
엽전은 폐기토록 한다.
메가다는 화폐 정리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12개조로 정리한 후 1904년
11월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폐는 일본 화폐와 같은 것으로 하며 대한제국 화폐 제도와 동
일한 일본 화폐의 유통을 인정한다.
둘째, 화폐 제도 정리 자금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의 보증으로 자금
을 차입하여 사용한다.
셋째, 본위 화폐와 태환권은 일본 것으로 하거나 일본 태환권을 준비로
일본 정부가 보증․감독하는 은행권으로 한다.
넷째, 구백동화는 유통 기한과 교환 기한을 정하여 교환․회수한다. 적동
화와 엽전은 일정 기한 후에는 통용액을 제한하여 회수한다.
화폐 제도 정리 작업의 준비가 끝난 뒤인 그 해 12월 31일 메가다는 화
폐 정리 사업에 대하여 고종 황제의 재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1901년 일본
의 금화 본위 제도에 준하여 제정되었던 「화폐조례(貨幣條例)」를 1905년
1월 18일에 칙령 제2호로 공포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칙령 제3호 「형체량목(形體量目) 동일화폐(同一貨幣)의 무
67)

애통용건(無碍通用件)」 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 화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칙령 제4호 「구화폐정기교환(舊貨幣訂期交換)에
관한 건」의 공포로 구화폐의 교환․회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칙
령에 따르면 구화폐 은 10냥(은 2元)은 신화폐 금 1환의 비율로 교환 또는
회수하되, 탁지부 대신의 결정으로 교환 종료 기간을 1년 이상의 범위 내에
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환이 종료된 후에도 6개월 동안은 공납(公納)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905년 10월에는 칙령 제42호 「화폐조례중 개정의 건」에 의해 10
전(錢)과 반전(半錢)의 보조 화폐가 추가되었으며 1전 적동화(赤銅貨) 대신
67) 우리나라 화폐와 품위, 양목, 형체가 동일한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통용시키기 위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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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과 반전의 청동화(靑銅貨)가 제조·발행되게 되었다. 한편 본위 화폐인
금화는 무제한 법화로서 자유 제조가 보장되었고 통용최경중량(通用最輕重
68)

量) 을 정하였으며 보조 화폐인 은화는 10환까지, 백동화와 청동화는 1환을
한도로 제한 법화로서 통용될 수 있게 되었다.
1905년 1월에 공포하여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화폐조례(貨幣條例)」에
따른 화폐 개혁의 실무는 일본 측의 뜻에 따라 일본 제일은행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1905년 1월 31일 탁지부 사무국장 이중옥(李重玉), 재정 고문
메가다, 일본 제일은행 서울 지점 지배인 시미즈 다이키치(淸水泰吉) 사이
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첫째, 대한제국의 화폐 개혁에 관한 사무는 일본 제일은행이 담당한다.
둘째, 대한제국 정부가 관세를 담보로 하여 10년 분할 상환, 연율 6%로
화폐 정리 비용 3백만 엔을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동행에 교부
하도록 한다.
셋째, 일본 제일은행권이 공․사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화폐 제도 개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은 일본 제일은
행은 1905년 4월 17일 일본 조폐국과 화폐 제조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우
리나라의 화폐를 전환국 대신 일본 조폐국에서 제조하게 됨에 따라 화폐
발행권을 일본이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일본 제일은행은 국고 업무와 발권
업무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 구화폐의 정리
구화폐의 가장 중요한 정리 대상은 백동화였다. 1905년 6월 24일에 탁지
부령 제1호 「구백동화(舊白銅貨) 교환에 관한 건」, 제2호 「구백동화(舊
白銅貨) 교환처리순서(交換處理順序)」가 공포됨으로써 7월 1일부터 백동화
교환이 실시되었다. 교환 비율은 상태가 양호한 구백동화(甲種)는 2전 5리
로, 불량한 구백동화(乙種)는 1전으로 정부가 매수하되 체형 품질이 화폐로
서 인정하기 곤란한 것(丙種)은 매수하지 않고 환수하여 절단하도록 하였
다. 즉 액면 가치가 갑종의 경우에는 50%, 을종은 80%, 병종은 100% 절하
되어 차등 교환되었다. 또한 교환 방법도 교환 신청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화폐, 제일은행권, 일본 화폐 중에서 화폐 정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8) 통용되는 최저 중량을 20환 금화는 4전 4푼 2리, 10환 금화는 2전 2푼 1리, 5환 금화는 1전 1푼 5
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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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일은행의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
폐 정리 사업을 1주일 동안의 짧은 공고 기간을 거쳐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심각한 금융 혼란이 야기되었다.
화폐 교환 이외에도 납세와 매입에 의한 백동화의 환수도 병행하였다. 납
세는 백동화로 조세를 납입 받는 것으로서 갑종의 백동화만 인정되었다. 매
입은 백동화 소지인과 지정 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정 매
수인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은행이나 일본 상인들에게 허가되었으며 매입
거래는 교환에 의한 백동화 환수가 마무리된 후에 집중되었다.
구백동화의 환수 상황

<표 4-3>

(단위 : 천장)

연

도

1905년(광무 9년)
1906년(광무 10년)
1907년(융희 1년)
1908년(융희 2년)
1909년(융희 3년)
1910년(융희 4년)
1911년
누 계

교

환

납

세

157,337.5
11,208.5
651.8
89.0

6,663.3
49,459.2
488.7

169,286.8

56,611.2

매 입
14,320.3
4,417.7
27,769.7
59,793.9
29,114.5
6,810.8
0.0
142,226.9

탁지부 및
관세 인계
27,225.2

2.3

27,227.5

계
205,546.3
65,085.4
28,910.2
59,885.2
29,114.5
6,810.8
0.0
395,352.4

자료 : 1909년 이전은 「한국금융사항참고서(韓國金融事項參考書)」, 그 이후는 통감부와
총독부 「시정년보(施政年報)」「한국재무경과보고(韓國財務經過報告)」

백동화와는 달리 엽전의 경우에는 보다 점진적인 환수 정책이 실시되었
다. 엽전 유통 지역은 백동화 유통 지역과 달리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
어 있었으며, 백동화의 유입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화폐의 유입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엽전은 1905년 7
월 그 법정 가격이 1리(厘) 5모(毛)로 정해지고 국고 수납에 의해 환수토록
하였으나, 그 후 국제 동 시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엽전의 시장 가격은 2
리 7모까지 상승하게 되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1907년 7월 이
후 동 가격이 하락하면서 엽전의 유출이 중지되었으며 1908년 6월 26일에
칙령 제41호로 「엽전통용가격(葉錢通用價格)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엽전
의 가격을 2리로 약 30% 인상함으로써 엽전의 법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일치되어 매입에 의한 환수액이 점차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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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의 환수 상황

<표 4-4>

(단위 : 천장)
연

도

납 세
1)

매

1,627.2
21,246.6
2,368.8
25,242.6

1905년(광무 9년)
1906년(광무 10년)
1907년(융희 1년)
1908년(융희 2년)
2)
1909년(융희 3년)
누 계

입

계

47.8
86,726.3
151,122.5
942,818.2
1,180,714.8

1,627.2
21,294.4
89,095.1
151,122.5
942,818.2
1,205,957.4

주 : 1) 8월 이후
2) 11월까지
자료 : (일본)제일은행, 「한국화폐정리보고서(韓國貨幣整理報告書)」, 1909

구은화는 퇴장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은화와 거의 동일한 소
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비율이 2 대 1로 가치가 크게
절하되어 교환되었으므로 교환이나 국고 수납에 의한 환수액은 많지 않았
다. 환수액의 대부분이 궁내부에서 보관해 오던 은화를 교환한 것이었다.
구동화는 품질이 일정하고 위조 화폐도 거의 없어 보조 화폐로서의 기능
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고금의 수납에 의해 자연스럽게 환수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환수된 구화폐는 용산중앙금고에서 절단되거나 용해되었다.
절단되거나 용해된 재료는 은화의 경우 오사카 조폐국에서 신화폐를 제조
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백동화와 동화의 재료는 매각되었다.
구은화․동화의 환수상황

<표 4-5>

(단위 : 환)

연

도

은

화

1냥은화

동

1905년(광무 9년)
1906년(광무 10년)

400,000

화

계

6,403,945

6,403,945

6,579,570

6,979,570

1907년(융희 1년)

2

18,967,625

18,967,627

1908년(융희 2년)

1,053

19,664,670

19,665,723

1909년(융희 3년)

12

18,835,790

18,835,802

1,067

70,451,600

70,852,667

합

계

400,000

자료 : 이석륜(李碩崙), 「한국화폐금융사연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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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화폐의 보급
화폐 제도 정리 과정에서 신화폐를 보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당백전과 당오전의 발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이 극심하고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신화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
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화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69)

강구되었는데, 그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조치가 1907년 1월에 신보조화폐

를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하고 반환은 신보조화폐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었다. 이와 같은 대출 제도는 지방 금융 조합으로까지 확대되어 신보조화
폐가 급속히 보급되는 계기가 되어 엽전 유통 지역으로까지 신보조화폐가
침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곡, 포화 등의 상품 화폐는 물론 엽전도 더 이
상 유통되지 않고 일본이 주도하는 신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르
렀다.

3. 금융 공황
가. 금융 공황의 발생 원인
탁지부 고문 메가다를 앞세운 일본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된 후 극심한 화폐 부족으로 인한 금융 공황이 발생
하였다.
금융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우리 국
민들의 화폐 자산이 수탈당한 데 있다. 같은 시세로 유통되던 을종 백동화
나 병종 백동화를 소지한 국민들은 화폐 정리 과정에서 화폐 자산이 반 이
하로 평가되거나 아예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폐 정리 사업 이전의 화폐 유통
액이 3,694만 환이었는데 비해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교환 수납된 금액은
1,238만 환에 지나지 않았다. 화폐 정리 사업 후 화폐 유통액이 종전의
33.5% 수준으로 감축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화폐 정리 사업 이전에 백동화를 동산·부동산 구입
69) 광무 9년 화폐 조례에 의거하여 발행된 반환․20전․10전 은화, 5전 백동화, 1전․반전 청동화 등
과 일본의 보조 화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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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하거나 일본인·중국인에게 헐값에 방매하여 백동화 교환을 청구하
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화폐 정리 사업을 담당한 탁지부 대신 민영
기(閔泳綺, 1858～1927년)에 의하면 전체 교환액의 60%는 일본인, 30%는
중국인이 요구한 것이었으며 한국인이 교환을 요구한 것은 겨우 10%에 불
과했다고 한다.
게다가 신화폐와의 교환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하던 백동화가 대부분 일
본 제일은행 창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제국 상인은 자신이 발행했던 어
음의 만기가 돌아오거나 신용 거래한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할 기일이 오
더라도 이를 결제할 현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상품 대금을 지불
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거나 파산한 중소 상인이 한성 내에서만 수백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신․구화폐 유통 상황

<표 4-6>

(단위 : 만환)

종

개혁 이전 유통액

교환 수납 금액

구 백 동 화

2,300

953

엽

전

1,300

238

구

은 화

80

40

구

동

화

14

7

계

3,694

1,238

합

류

자료 : 이석륜, 한국화폐금융사연구, 1984

나. 금융 공황에 대한 대책
금융 공황이 발생하여 유통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와 상인들은
합심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 자주권을 빼앗긴 상황에
서는 한계가 있었다. 고종은 1905년 7월 31일 「상민구제(商民救濟)의 조칙
(詔勅)」을 발표하고 구제 자금을 대하(貸下)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재
정 고문 메가다가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하자 종로의 상인들이 일제히 철시
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일 정부 대신과 재정 고문을 성토하는 집회를 개
최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메가다는 고종이 대하하기로 한
내탕금 30만 환 중에서 15만 환을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漢城共同倉庫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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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會社) 에 대하하고 잔여 15만 환을 무이자로 2년 동안 은행에 대하하여 저
리로 대출하도록 궁내부 대신을 경유하여 고종께 건의하였으며 고종은 이
를 재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 혼란은 약간 수습되는 듯하였으나 미봉책에 지나지 않
아 금융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경성상업회의소 회원들은 같은
해 11월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청원서」를, 일본 내각 총
리에게는 「한국폐제개혁(韓國幣制改革)에 관한 정원서(情願書)」를 각각
제출하였다. 청원서는 백동화의 차등 교환 폐지, 국립 은행의 설립, 우리나
라 은행에 의한 은행권의 발행, 우리나라 금융 관습의 존중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었으며, 일본 정부에 제출한 정원서(진정서)에도 메가다에 대한 비판
과 함께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재정 실
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으므로 청원이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일본 정부도 의도적으로 금융 공황을 초래한 면이 있었으므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었다.
금융 공황 당시의 재정 고문인 메가다는 그 수습에 미온적이었고 소극적
인 태도로 일관하여 금융 공황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실제로 화폐 제도 정
리를 담당한 일본 제일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
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제일은행권의 유통이 크게 촉진되는 결과를 낳
았다.
71)

한편 전통적인 어음의 발행이 금지되고 외획제도(外劃制度) 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 금융 혼란은 한층 더 심각해졌는데, 메가다는 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906년 3월에 「농공은행조례(農工銀行條例)」를 공포하였다. 그
러나 농공은행은 일본인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였고, 1907년
6월에 공포된 「지방금융조합규칙(地方金融組合規則)」에 따라 전국에 설립
된 지역 금융 조합도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70) 상품 기타 물건의 보관 업무와 그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탁
지부 대신의 감독을 받음
71) 외획이란 군수(郡守)에 대하여 그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
라는 탁지부 대신의 명령서를 말함. 전국적으로 금융을 소통시키는 금융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
하였던 시기에 이 제도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금융을 소통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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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구)한국은행의 설립
1. (구)한국은행의 설립 경과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1903년에 마련된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
권조례」가 러일전쟁의 발발로 무산되었으나, 화폐 제도 정리 과정에서 금
융 기관이 속속 설립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중앙은행의 설립이 긴
요하였다. 이에 따라 1908년 11월에 「한국은행조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 중앙은행의 설립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상업 은행으로서 실질적인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 제일
은행의 존재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본 정부로서도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구)한국은행의 설립으로 일본 제일은행에 부여되었던 특권
을 폐지해야 했으므로 일본 제일은행과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1909
년 6월 14일 대한제국의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따로(荒井賢太郞)와 일본 제
일은행 총재 시부사와 에이이찌(澁澤榮一) 사이에 각서가 교환되었으며 각
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구)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구)한국은행은 그 소각 업무를 승계토록 한다.
둘째, 태환 보증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하였던 은행권은 20년에 걸쳐서 일
본 제일은행이 (구)한국은행에 상환하기로 한다.
셋째, 일본 제일은행의 직원은 그대로 (구)한국은행의 직원이 될 수 있다.
1909년 7월 26일 마침내 법률 제22호로 「한국은행조례(韓國銀行條例)」
가 공포되었다. 「한국은행조례」에 의하면 (구)한국은행은 자본금 1천만
환의 주식회사로서 주당 액면 금액이 1백 환이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
금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1903년의 「중앙은행조례」와 달리 일본인
도 (구)한국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존립 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50년이며 정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였다. (구)
한국은행은 발권 업무와 국고금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은행 업무도
취급할 수 있었다. 다만 은행권의 모양과 종류에 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은행권의 태환은 금화와 일본은행권으로 하도록 하였다.
지급 준비는 금화, 금․은지금, 일본은행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상업 어음
등을 보증 준비로 하여 2천만 환 한도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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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 상업 어음 등을 보증 준비
로 하여 한도 이상 은행권 발행이 가능토록 하였는데 이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발행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조례」가 공포되고 한 달 후인 1909년 8월 16일에는 통감 소
네 아라스케(曾禰荒助)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李完用, 1858～1926
년) 사이에 (구)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협정 제4조에
72)

(구)한국은행의 중역은 일본인 으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8월 17일에는
73)

(구)한국은행의 설립 위원 이 임명되었고 9월 6일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11
월 10일에 (구)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구)한국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은행
권 발행 업무, 국고금 출납 업무, 화폐 정리 사무 등 소정의 인계 절차가
실행되었다. 인계 당일의 일본 제일은행권 발행액은 약 12백만 원이었는데,
이중 3분의 1은 정화로 결제되고 잔액은 (구)한국은행의 일본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1909년 12월부터 계산하여 이후 20년 분할 상환토록 하
였다.

2. (구)한국은행권의 발행
(구)한국은행은 1909년 11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발족하
면서 우리나라의 법화인 한국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
만 미처 은행권 현물을 준비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종래 법화로 취급되었던
일본 제일은행권을 (구)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구)한국
은행권의 제조를 일본의 내각 인쇄국에 발주하였다. (구)한국은행권은 일제
의 국권 침탈이 완료된 후인 1910년 12월 21일에 1환권이 먼저 발행되고
이듬해 8월 1일에 5환권과 10환권이 발행되었다.
(구)한국은행권의 모양은 일본 제일은행권의 원판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다만 명칭, 은행 휘장 등은 약간의 변경이 가해졌다. (구)한국은행
권을 일본 제일은행권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은행권의 명칭이 “한국은행권”으로 바뀌고, 은행 휘장이 이중성(二
72) 초대 (구)한국은행의 총재로는 일본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 지배인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가
임명되었으며 다른 3명의 중역도 모두 일본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에 근무하던 일본인 간부가 임
명되었음
73) 일본은행 총재 마쓰오 신젠(松尾臣善)을 위원장으로 하고 탁지부 차관 아라이 등 31명이 설립 위
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상룡(韓相龍)과 백완혁(白完爀)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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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星)에서 자두꽃(李花)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앞면의 화폐 단위 한자 표시를 “圓”에서 “圜”으로 바꾸었고 좌우에
배치되었던 기번호가 대각선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앞면의 액면은 한글
“원”으로 바꾸었으나 뒷면의 액면표시인 영문 “YEN”은 그대로 두었다.
셋째, 앞면에 표시되었던 제조년도(일본 연호)와 제조처 표시는 삭제되고
뒷면에 있던 우리말 태환 문구가 앞면에 표시된 반면 앞면에 있던 일본어
태환 문구는 뒷면에 배치되었다.
넷째, 뒷면의 두취인(頭取印)이 없어진 대신 앞면에 총재인(總裁印)이 들
어갔으며 뒷면의 지배인인(支配人印)은 서무국장인(庶務局長印)으로 대체되
었다.
다섯째, 뒷면 오른쪽의 액면 표시 영문자를 한자로 바꾸었으며 영문 교환
문구에는 “IN GOLD”의 자구가 새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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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우리나라 화폐․금융 연표

서 기

임금 재위

내

용

마한
안왕 21년 ․동전 주조
후 409년 신라
․수도 경주에 시장 개설
소지왕 10년

전 169년

고 려
996년

1097년

성 종 15년 ․철전(‘건원중보 배 동국’) 주조
․한언공의 상소로 포화금지책을 철회하고 전·포겸
목 종 5년
용책 채택
숙 종 2년 ․주전관 설치

1101년

숙 종 6년 ․주전도감 설치, 은병 최초 주조

1102년

숙 종 7년 ․최초의 동전인 해동통보 주조

1282년

충렬왕 8년 ․은병과 미곡의 교환비율 공표

1287년

충렬왕 13년 ․칭량화폐인 쇄은 주조

1331년

충혜왕 1년 ․소은병 주조

1356년

공민왕 5년 ․표은 주조 논의

1391년

공양왕 3년 ․자섬저화고 신설, 저화 인쇄

1392년

공양왕 4년 ․자섬저화고 해산, 인쇄된 저화를 종이로 전용

1002년

조 선
1401년
1402년
1403년
1408년
1410년
1415년
1423년
1425년
1427년

태 종 1년 ․4월
․1월
태 종 2년
․5월
태 종 3년 ․9월

사섬서 설치
저화 최초 발행
오승포 유통 억제책 실시
사섬서 폐지, 저화 통용 일시 중단

태 종 8년 ․칭량은화 유통 금지
․7월 사섬서 부활, 저화 재통용
태 종 10년
․10월 오승포 통용 금지, 서울과 개성에 화매소 설치
․1월 포화 유통 허용
태 종 15년
․6월 조선통보 주조 논의
세 종 5년 ․9월 조선통보 최초 주조 결정(11월부터 주조 개시)
세 종 7년 ․4월 저화 통용 중지
․6월 경상도 채방별감 백환이 철전을 시험 주조하
세 종 9년
였으나 실용화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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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임금 재위

1445년

세 종 27년 ․12월 저화 재통용(동전 유통 쇠퇴)

1464년

세 조 10년 ․11월 전폐 주조 명령

1598년

선 조 31년 ․4월 명나라 장수 양호가 만력통보 주조·유통 제의

1603년

선 조 36년 ․6월 영의정 이덕형이 동전의 주조·유통 주장

1608년

광해군 즉위년 ․대동법 실시(경기도 지역)

1623년

인 조 1년 ․5월 조정 내에서 동전의 시험 유통 실시
․8월 형조․한성부․사헌부 등의 징속을 동전으로 수납
인 조 3년
․10월 인경궁에 주전청을 설치하고 동전 주조
인 조 4년 ․윤6월 관리의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

1625년
1626년
1627년
1633년
1634년
1635년
1636년
1644년

내

용

인 조 5년 ․정묘호란(1월)으로 동전주조 중단
․10월 호조의 건의로 팔분서체 조선통보 발행, 동
인 조 11년
전유통보급방안 시행
인 조 12년 ․2월 안동․개성에 동전주조 허용
․1월 수원․해주의 민간인에게 동전주조를 허용
인 조 13년
․7월 상평청의 동전유통보급방안 시행
인 조 14년 ․병자호란(12월)으로 동전주조 중단

1653년

인 조 22년 ․김육이 동전주조를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4월 추포의 통용 금지
․5월 김육의 건의로 동전주조 개시
효 종 2년 ․7월 한흥일의 건의로 민간인에게 동전주조를 허용
․7월 십전통보 주조(개성지방에 사주를 허가)
․11월 각 사의 수속과 면천을 동전으로 납입케 함
효 종 4년 ․김육의 건의로 지방관청(영남)에 동전주조 허용

1654년

효 종 5년

1655년

효 종 6년 ․12월 행전법 시행

1656년

1679년

효 종 7년 ․동전주조 중단
․1월 상평청 등 중앙기관에서 상평통보 발행
숙 종 4년 ․4월 행전절목 제정
․6월 평안도․전라도 감영에 동전주조 허용
숙 종 5년 ․5월 국가수입의 금납화 실시

1680년

숙 종 6년 ․2월 지방관청에서의 동전주조 금지

1681년

숙 종 7년 ․1월 민정중의 건의로 지방관청의 주조를 허용 결정

1682년

숙 종 8년 ․11월 전라도 감영에 동전주조 허용

1683년

숙 종 9년 ․1월 호조에 동전주조 허용

1651년

1678년

․황해도․평안도에 동전주조 허용
․평안도에 행전별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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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1685년
1689년
1691년

임금 재위

내

용

․2월 공조에 10개월간 동전주조 허용
숙 종 11년 ․9월 군기시에 6개월간 동전주조 허용
․12월 평안도 안주에 동전주조 허용
숙 종 15년 ․3월 동전 가치의 폭락으로 동전주조 전면 중단

1697년

숙 종 17년 ․10월 군사비 조달을 위해 개성부에 동전주조 허용
․7월 동전주조 관리를 호조와 상평청에서 전담하기
숙 종 19년
로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전국적인 흉년으로 인한 재정 조달과 군사비 조달
숙 종 21년 을 위해 1697년(숙종 23년)까지 전국에 걸쳐 대대
적으로 동전 주조
숙 종 23년 ․동전 원료 부족 등으로 동전주조 중단

1708년

숙 종 35년 ․대동법 전국으로 확대 실시

1725년

영 조 1년 ․8월 동전주조를 결정하였으나 곧 철회

1731년

1750년

영 조 7년 ․흉년 구제를 위해 동전 주조․발행
․6월 박문수가 은화통용론을 건의하였으나 실현되
영 조 18년
지 못함
영 조 26년 ․효율적 주전 관리를 위해 주전청 설치

1785년

정 조 9년 ․호조에서 주전 관리를 전담키로 결정

1788년

1816년

정 조 12년 ․연례주전제를 채택하여 동전 주조․발행의 주기화 도모
․10월 호조와 선혜청에서 윤번으로 동전을 주조키로
순 조 6년
결정
순 조 16년 ․4월 개성부에 동전주조 허용

1828년

순 조 28년 ․2월 훈련도감에 동전주조 허용

1831년

순 조 31년 ․11월 경기도 감영에 동전주조 허용

1832년

1868년

순 조 32년 ․금위영에 동전주조 허용
․갑산동광 관할인 함경도 감영에 즉산주전(卽産鑄錢)
철 종 13년 허용
․전조의 전면적 금납화 실시
․11월 김병학의 건의로 당백전 발행
고 종 3년
․12월 관청의 출납에 당백전 사용 의무화
․5월 당백전 주조 중단
고 종 4년
․6월 청전 유통 합법화
고 종 5년 ․10월 최익현의 상소로 당백전 유통 금지

1874년

고 종 11년 ․1월 청전 유통 금지

1876년

고 종 13년

1693년
1695년

1742년

1806년

1862년
1866년
1867년

․병자수호조약 체결(2월)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
본 화폐가 자유롭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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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임금 재위

1878년

고 종 15년 ․6월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설치

1880년

고 종 17년 ․일본 제일은행, 원산출장소 설치
․일본 제일은행, 인천출장소 설치
고 종 19년 ․10월 대동은전 3종(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
발행
․2월 당오전 주조 결정(1889.3월 주조 중지)
고 종 20년 ․6월 은전 발행 중단
․7월 전환국 설립

1882년

1883년

내

용

․2월 일본 제일은행과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간 해관
세취급조약 체결

1884년

고 종 21년

1885년

고 종 22년 ․전환국에서 을유시주화(3종) 제조

1886년

고 종 23년 ․전환국에서 시주화 15종(금․은․동화용 각 5종) 제조

1887년

고 종 24년 ․10월 전환국 이전(경성전환국으로 불림)

1888년

고 종 25년

1890년

고 종 27년 ․평양에 전환국 주전소 설치(당오전 주조)

1891년

고 종 28년 ․「신식화폐조례」입안

1892년

․평양주전소에서 평양전(1문전) 주조
․11월 전환국을 인천으로 이전(인천전환국)
고 종 29년
․12월 인천전환국에서 은화(1냥, 5냥)․백동화(2전5
푼)․적동화(5푼)․황동화(1푼) 제조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조세금납제 및 은본위제 채택 결정
고 종 31년 ․7월 「신식화폐발행장정」공포
․7월 신식화폐(1892년 제조) 발행 개시

1896년
1897년

1898년

․민간에 당오전 주조 허용
․은화(1환)․적동화(10문, 5문) 발행

건 양 1년 ․6월 최초의 근대 은행인 조선은행 설립
․2월 한성은행 설립
․8월 일본 제일은행, 각인은화의 국내 유통을 위하
광 무 1년
여 「조선국화폐사의」라는 건의서를 일본은행에
제출
․6월 독립협회, 백동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본위
광 무 2년
은화 발행을 정부에 건의

1899년

광 무 3년 ․1월 대한천일은행 설립

1900년

․8월 전환국을 용산으로 이전(용산전환국)
광 무 4년 ․9월 용산전환국에서 백동화 제조 개시
․10월 육의전 상인들이 특립제일은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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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임금 재위

내

용

1901년

광 무 5년

1902년

․3월 일본 주도로 각국 공사회의에서 백동화 인플
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
․4월 전환국에서 백동화 제조 중단
․5월 일본 제일은행권 발행 개시
광 무 6년
․8월 외부대신 조병식이 각 항구에서 제일은행권의
수수를 금지하는 훈령 발동
․11월 일본 정부, 자국민의 조선 화폐 위조․밀수
출 행위 금지 칙령 공포

1903년

․1월
․2월
광 무 7년
․3월
․6월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로 「화폐조례」등의 시행이
무산되고 일본 제일은행은 소액권 발행 개시
광 무 8년 ․9월 한일의정서에 의거 메가다 다네타로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
․11월 메가다의 건의에 따라 전환국 폐지

1905년

․1월 「화폐조례」,「형체양목 동일화폐의 무애통용
건」,「구화폐정기교환에 관한 건」 공포
․6월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과 「구백동화
광 무 9년
교환처리순서」공포
․7월 백동화 교환 실시
․10월 「화폐조례중 개정의 건」 공포

1906년

광 무 10년 ․3월 「농공은행조례」공포

1907년

융 희 1년 ․6월 「지방금융조합규칙」공포

1908년

융 희 2년

1909년

․7월 「한국은행조례」공포
융 희 3년 ․11월 (구)한국은행 설립
․12월 (구)한국은행,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업무 인수

1910년

국권침탈기 ․12월 (구)한국은행권(일환권) 발행 개시

1911년

국권침탈기 ․8월 (구)한국은행, 오환권․십환권 발행

․2월 금화본위제의 실시를 위한 「화폐조례」공포
․6월 용산전환국에서 은화(반환) 제조 개시

제일은행권 수수 금지 훈령 해제
제일은행권 사용 금지령이 선포되었으나 곧 철회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 공포
제일은행권 배척 운동 재개

․루블 은화 통용 금지
․11월 「중앙은행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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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화폐도감 *
* 이 도감에 수록된 주화의 크기는 실물과 동일함

가. 고려시대의 화폐
1) 무문전

제조년도

미상

2) 건원중보

제조년도

미상

제조년도

996∼1009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3) 동국중보

제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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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국통보

제조년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제조년도

998∼1097년

5) 해동원보

제조년도

1097년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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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동중보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7) 해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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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한중보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제조년도

1097∼1105년

9) 삼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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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시대의 화폐
1) 조선통보

제조년도

1423년

제조년도

1423년

제조년도

1633년

제조년도

1633년

제조년도

1633년

제조년도

16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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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전통보

제조년도

1651년

제조년도

1651년

제조년도

16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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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평통보
① 무배자전

제 조 처
제조년도

상평청
1633년

② 단자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8～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8～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8～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8～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사복시
1678～16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공조
16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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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무비사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병조
1742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비변사
1742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감영
16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좌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우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수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742년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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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수어영
1727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681～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감영
1727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좌영
167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우영
167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병영
167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창원관리영
1864～18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정초청
16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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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충청감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2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병영
167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북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양향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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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67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황해감영
1742년

③ 당일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원감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69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 99 -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679～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사복시
167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기수영
1742～1752년

- 100 -

제 조 처
제조년도

공조
1685～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무비사
1742～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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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병조
1742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비변사
1742년전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감영
16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좌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좌영
1695～17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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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우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상수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수원관리영
172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수어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수어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수어영
17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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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67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42～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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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원주관리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감영
167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라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67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679～16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679～16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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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정초청
167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69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69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69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충청감영
17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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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27～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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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695～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695～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 108 -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해주관리영
1742～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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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양향청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24～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황해감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42～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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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형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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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 112 -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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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42～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75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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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7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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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형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1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1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 116 -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리청
183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리청
183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균역청
1807년

- 117 -

제 조 처
제조년도

균역청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균역청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82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금위영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8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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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83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83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광주관리영
1839년

제 조 처
제조년도

무위영
188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개성관리영
188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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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어영청
175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이원관리영
18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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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진휼청
174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창원관리영
1864～1895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17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총융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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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9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9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9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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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91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183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함경감영
미상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선혜청
183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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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57～180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57～180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57～1800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 124 -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778～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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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0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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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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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1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 128 -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5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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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2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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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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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3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훈련도감
18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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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백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6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66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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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당오전

제 조 처
제조년도

경기감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균역청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강화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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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창원관리영
188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창원관리영
1887년

제 조 처
제조년도

단천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 135 -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춘천관리영
1888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통영관리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평안감영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83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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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당오전 시주화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4년

제 조 처
제조년도

전환국
18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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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동전
① 삼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8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82년

제 조 처
제조년도

호조
1882년

② 이전

③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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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대의 주화
1) 경성전환국 제조
① 을유(乙酉) 주석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냥
188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문
188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환
1886년

② 금도금 주석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환
1886년

십환
18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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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면 가
제조년도

이환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환
1886년

③ 은화용 주석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환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냥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냥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냥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반냥
18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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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銅)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문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십문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문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문
188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문
18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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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은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환
1888년

⑥ 동(銅)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십문
188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2) 인천전환국 제조
① 은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오냥
18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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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
188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환
1893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냥
1892년

일냥
1893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냥
189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전오푼
189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전오푼
189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전오푼
1897년

② 백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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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동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오푼
189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푼
189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푼
189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푼
1896년

④ 황동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푼
1895년

⑤ 동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냥
1892년

- 144 -

3) 용산전환국 제조
① 금도금 청동 시주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환
1902년

액 면 가
제조년도

② 은화

액 면 가
제조년도

반환
1901년

③ 백동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오전
1902년

④ 동(銅)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전
19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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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환
1901년

4) 일본 오사카(大阪)조폐국 제조
① 금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환
190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오환
190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십환
1906년

② 은화

액 면 가
제조년도

반환
190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반환
1907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전
190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이십전
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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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면 가
제조년도

십전
190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십전
1908년

③ 백동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오전
1905년

④ 동(銅)화

액 면 가
제조년도

일전
1905년

액 면 가
제조년도

일전
1908년

액 면 가
제조년도

반전
1906년

액 면 가
제조년도

반전
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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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대의 은행권
1) 일본 제일은행권
① 구 일원권

최 초 발 행
1902. 5. 20일

규 격(㎜)
154×80

② 구 오원권

최 초 발 행
1902. 8월

규 격(㎜)
164×84

③ 구 십원권

최 초 발 행
1902. 12월

규 격(㎜)
1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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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 일원권

최 초 발 행
1904년

규 격(㎜)
154×80

⑤ 구 오원권

최 초 발 행
1904년

규 격(㎜)
164×84

⑥ 구 십원권

최 초 발 행
1904년

규 격(㎜)
1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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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 일원권

최 초 발 행
1908. 8. 1일

규 격(㎜)
130×72

⑧ 신 십원권

최 초 발 행
1909. 1. 1일

규 격(㎜)
160×93

⑨ 신 오원권

최 초 발 행
1909. 7. 1일

규 격(㎜)
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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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한국은행권
① 일환권

최 초 발 행
1910. 12. 21일

규 격(㎜)
130×72

② 오환권

최 초 발 행
1911. 8. 1일

규 격(㎜)
144×85

최 초 발 행
1911. 8. 1일

규 격(㎜)
158×91

③ 십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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