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중앙은행

Ⅰ
한국은행의

역사와 목적
1945년 광복 이후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화·금융체계를 확립하기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 함께 걸어 온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

위해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역사적인 첫발을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내딛었습니다.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전란 및 전후 경제의 원활한 운용 지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
한 고도성장 뒷받침, 경제의 안정기반 구축과 금융자율화 추진,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의 조화 등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2008) 및 최근 코로나 19사
태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수습조치를 수행하는 등 경제·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총재를 비롯
한 집행간부와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Ⅱ
한국은행의

조직 및 운영

조직도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
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의장인 한
★

국은행 총재, 부총재, 각 추천기관 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정책보좌관

임명하는 상근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통화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합니다. 부총재 1인과 5인 이내
의 부총재보는 집행간부로서 총재를 보좌하며 각 직원들은
본부부서, 지역본부, 국외사무소 등에서 한국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가 올바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총

재

부 총 재

공보관

부총재보

본부부서(13국 3원)

지역본부(16개 본부)

· 기획협력국

· 부산본부

지역협력실
법규제도실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디지털혁신실

·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실

· 전산정보국
· 인사경영국

재산관리실
안전관리실
별관건축본부

· 인재개발원
· 조사국
· 경제통계국
· 금융안정국
금융검사실

★

금융통화위원회

· 통화정책국
· 금융시장국
· 금융결제국

감 사

감사실

· 대구경북본부
· 목포본부

· 광주전남본부
· 전북본부

· 대전충남본부
· 충북본부
· 강원본부
· 인천본부
· 제주본부
· 경기본부
· 경남본부
· 강릉본부
· 울산본부
· 포함본부
· 강남본부

국고증권실

· 발권국
· 국제국

국외사무소

· 국제협력국
· 외자운용원
·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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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

하는 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화폐 발행기관으로서 국민의 원
활한 화폐 사용을 위해 경제상황과 화폐사용관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화폐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폐와 동전을

1. 화폐의 발행

공급하거나 거둬들입니다.

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화폐의 액면, 규격, 모양을 결정하며,

4. 은행의 은행

뜻깊은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5. 정부의 은행
6.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
7. 외환보유액 운용 및 외환시장 안정
8.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9. 국제협력 및 교류
10. 국민경제교육
11. 화폐박물관 운영

기념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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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적정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과 금융기

경제상황에 맞게 금리나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의 경영 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미리 제시하고 실제 물가상승

시스템의 잠재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

률이 목표에 수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영

며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경영실태를 분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8회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

또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

여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개시장운영 정책, 여수신 정책 및 지

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또는 공동검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결

급준비율 정책 등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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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

4

5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기관(은행)이 개인이나 일반기업을 상대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듯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

한국은행은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한편 정부

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상호간 자금결제 또는

국고금을 받는 업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정한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우체국 등에서 취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자금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급하고 있으며, 국고금을 내주는 일은 정부관서의 지급 요청시 한국은행의 정부 예금에서 금융기관 등의 채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대출 합니다.

권자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긴급자금을 빌려 주기도 하는데 이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 등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보관과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위임한 정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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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은행

외환 결제 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장외증권 결제 시스템

7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소액 결제 시스템
(어음, 지로, 은행 공동망)

장내 증권 결제 시스템

외환보유액 운용 및 외환시장 안정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

6

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

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해외 금융자

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
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거래와 금융기관 상호간의 금융거래 등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서로 채권^채무를 지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게 당좌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당좌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 동향을 꾸준히

예금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불안이나 급속한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
해 시장안정화조치(smoothing operation)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
금융망(BOK-Wire+)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수취와 지급간 불일치로 일중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게는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하여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위: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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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5,000

2,916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4,000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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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교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에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관련 조

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

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니다. 또한 BIS, EMEAP, SEACEN 등 중앙은행 협력기구의 일

있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원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
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G20, ASEAN+3 등

이들 자료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에도 사용되지만 정부가 경제

국제회의체와 IMF, World Bank Group, ADB 등 국제금융기구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일반 국민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의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조사·연구자료와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

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bok.or.kr) 및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수록하여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제세미나 및 국제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
하고 기술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
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경험을 전수하거나 경제 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ursu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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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교육

화폐박물관 운영

한국은행은 국민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

한국은행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80호)인 (구)한국

와 지역본부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은 금요강좌」, 「교사 직무연수」, 「전문분야 경제강

은행 본점 건물에 화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 「청소년 경제강좌」 등 교육대상자에 맞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대학생 경제경시대회인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폐박물관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하고 귀중한

또한 민간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경제교육용 만화, 학교 활동수업용 교재 및

화폐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경제·금융 관련 책자 등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 돈과 나라경제에
이러한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컨텐츠들은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

대한 전시 및 화폐문화강좌, 어린이박물관교실 등의 교

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이 경제에 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경제강좌신청 안내
청소년
경제강좌

한국은행
방문강좌

외부기관
강의지원

한은
금요강좌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759-5618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을 대상으로 강사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경제교
육을 실시하는 강좌로 3월부터 연중 교사가 신청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 ☎ 759-5369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은행을 방문하
여 교육을 받는 경제강좌로, 20명 이상인 경우 신
청 가능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 ☎ 759-5369
한국은행 직원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출강
하여 실시하는 경제강좌로, 20명 이상인 경우 신
청 가능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759-4269
매주 금요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하는 경제강
좌로, 대학생 및 일반인이 신청

* 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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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홈페이지

Ⅳ

민원 업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각종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제공
(http://www.bok.or.kr)

한국은행의 민원업무 안내 및 기타업무관련 질의·건의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 02-759-5379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 02-759-4055

한국은행

이용안내

통화금융, 국민계정, 국제수지, 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에 대하여
안내 (http://ecos.bok.or.kr)

전자도서관 이용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한국은행의 주요보고서 및 금융·경제관련
연구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 (http://dl.bok.or.kr)

커뮤니케이션국 정보자료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발송에 관한 문의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한국은행
자료의 구입처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계정
정기간행물 발송

트위터

@bok_hub

페이스북

/bankofkoreahub

화폐박물관

- 관람시간 : 화~일요일 10:00~17:00(입장료 무료)
- 휴관일 : 월요일, 근로자의 날, 12월29일~다음해 1월2일, 설연휴·추석연휴 등

* 화폐박물관 홈페이지 : www.bok.or.kr/museum

@bankofkorea

유튜브

/theBankofKoreakr

손상화폐 교환

위변조화폐 신고
한국은행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계정을 통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보고서 등을 국민들에게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에서는 각종 기자설명회 영상과 한국은행에서 제작한 경제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해졌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탄 돈 또는 녹이 슬거나 모양이 변형된
동전 등을 새 돈으로 교환

위조 또는 변조된 돈의 신고

민원 업무

☎ 02-759-4284

☎ 02-759-5374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
☎ 02-759-4125
단체관람 예약 및 안내
☎ 02-759-4881∼2
자료안내실 ☎ 02-759-4230

발권국 화폐수급팀

☎ 02-560-1688, 1689

발권국 발권정책팀

☎ 02-560-1609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

국고증권실 증권팀

☎ 02-759 - 4738

발행 및 상환

외국환거래

☎ 02-759-4400

☎ 02-759-4296

국내외 화폐 및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관람, 자료안내실 이용

관람안내

카카오스토리

경제통계안내센터

경제통계 안내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관한 민원업무 및
외국환 거래 상담

국제국 외환심사팀

☎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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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보고서

부록
Ⅴ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협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전국과 지역의
경제상황에 관한 보고서 [분기보]

한국은행의

주요간행물

조사통계월보
국내외 금융경제에 관한 연구논문 및
해설, 월중 경제동향 및 각종 통계를 수록
[월보]

산업연관표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지급결제보고서

경제동향,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및 업무상황,
정부의 외환정책 등을
기술한 보고서 [연보]

경제·금융동향, 통화신용
정책운영 내용 및 방향 등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
에 대해 수록한 보고서
[분기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보고서 [반기보]

지급결제정책 수행 내용,
지급 결제동향 및 결제리스크,
지급 결제 관련 주요 글로벌
이슈와 과제 등을 수록한
보고서 [연보]

경제전망보고서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부문별 경제
전망 및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한 보고서
[분기보]

BOK 경제연구
엄밀한 이론적 모형이나 정교한 실증 분석을
통해 다양한 경제현상이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 [수시]

기업경영분석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등에 관한
제반통계표 [연보]

법인기업의 업종별·규모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경영실태 분석내용 수록
[연보]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통화지표, 금리, 물가지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에 관한
해설서 [단행본]

국민계정리뷰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수록 [분기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경제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경제 해설서
[단행본]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시장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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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1
띠형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태
극, 우리나라 지도, 4
괘의 3가지 무늬가 띠
의 상^중^하 3곳에 번
갈아 나타나고, 그 사
이에 세로로 표시된 액
면 숫자 "50000"이 보
입니다.

예) 오만원권

2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
면 띠 안에 있는 태극
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
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울여보고

3
색 변환 잉크

지폐 뒷면 액면 숫자를
기울여 보면 색상이 자
홍색에서 녹색(또는 녹
색에서 자홍색)으로 변
합니다.

4
요판잠상

눈높이에서 지폐를 비
스듬히 기울여보면 숨
겨져 있는 숫자 '5'가
보입니다.

위조란, 화폐 발행권자가 아닌 자가 일반인이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짜 화폐를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액면금액의
변경 등 진짜 화폐를 변형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형법」제 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같은 법 제 20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인줄 알면서도 돈을 사용하면 제 2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추어보고

5
숨은그림
돌출은화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숨겨져 있
는 신사임당 초상이 보
이며, 그 아래 오각형
무늬 안의 액면숫자
'5'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동전의 훼손 금지

6
기타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겨
져 있는 띠를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문자가 보이며
(숨은 은선), 앞면 위쪽 '한
국은행'왼쪽의 무늬를 빛
에 비추어보면 앞면과 뒷
면의 무늬가 합쳐져 태극
무늬가 완성되어 보입니
다. (앞뒷면 맞춤) 또한 오
만원권의 앞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호
및 번호의 문자와 숫자 크
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가로확대형 기
번호)

만져봅시다

7
볼록인쇄

인물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면 오톨도
톨한 감촉이 느껴집니
다.

상거래 지급수단인 동전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공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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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속 인물과
문화유산 이야기
오만원권 / 50000원

						

오천원권 / 5000원

신사임당
(申師任堂)

묵포도도
(墨葡萄圖)

초충도수병
(草蟲圖繡屛)

월매도
(月梅圖)

풍죽도
(風竹圖)

율곡이이
(栗谷 李珥)

오죽헌 몽룡실
(烏竹軒 夢龍室)

오죽(烏竹)

전 사임당 초충도
(傳師任堂草蟲圖)

·1504 ~ 1551
·문인, 서화가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짐
·간송미술관 소장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짐
·8폭 병풍 중 일곱번째 가지 그림
·보물 제595호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어몽룡(魚夢龍,1566 ~ ?)의 작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정(李霆, 1541 ~ 1622)의
작품
·간송미술관 소장

·1536 ~ 1584
·학자, 정치가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

·오죽헌에서 자라는
검은색 대나무

·8폭 병풍 중
'수박과 여치', '맨드라미와 개구리' 그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만원권 / 10000원

								

천원권 / 1000원

세종대왕
(世宗大王)

일월오봉도
(日月五峰圖)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

혼천의
(渾天儀)

광학천체망원경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퇴계이황
(退溪李滉)

명륜당
(明倫堂)

매화(梅花)

계상정거도
(溪上靜居圖)

천명신도
(天命新圖)

·1397 ~ 1450
·조선 제4대왕
(재위1418 ~ 1450)

·조선시대 임금의 상징물

·용비어천가 제2장
·조선시대 시가
·최초의 한글작품

·천체 관측기구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
시계 (渾天時計:국보
제230호)의 일부

·직경이 1.8m인 우리나라
최대 반사망원경
·보현산천문대 소재

·조선시대 천문도
·국보 제228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501 ~ 1570
·학자, 문신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한 유
생이 공부하던 성균관 내 건물
·퇴계선생은 수차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
·보물 제141호

·사군자(四君子)의 하나
·퇴계선생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나무

·겸재 정선의 작품
·퇴우이선생진적
(보물 제585호)의 일부
·개인 소장

·퇴계선생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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