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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창립
제1절 - 한국은행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중앙은행제도는 1909년 11월 구(舊)한국은행이 설립
되면서 도입되었다. 19세기말 서양문물과 함께 외국돈이 유입되면서 화폐질서가 문란
해지자 조선은 1883년 전환국(大韓中)을 설치하고 신화폐를 발행하는 등 화폐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앙은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후 우리나
라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던 일본이 민간 상업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해 국내
에서 은행권을 발행하자 대한제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3년「중앙은행조례」
를
발표하고 중앙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동 조례에 의거하여 대한중앙
은행(大韓中央銀궋)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조례와 정관을 정하
고 심상훈(沈相薰)을 총재, 이용익(굃容翊)을 부총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
로 중앙은행 설립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찬탈한 일본이 강제병합에 임박하여 다시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런 배
경하에서「한국은행조례」
를 통해 구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임원전원이 일본인이었던
구한국은행은 당시까지 일본 제일은행이 맡아오던 발권 및 국고업무를 승계하였다.
구한국은행은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후 1911년 3월「조선은행법」
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구한국은행의 임직원을 그대로
구(舊)한국은행 설립인가서

유지한 채 설립일자가 구한국은행 설립일자로 소급되고 구한국은행의 행위는 조선은행
의 행위로 의제되는 등 조선은행의 실체적 성격은 구한국은행과 동일하였다. 이는 한일
강제병합으로‘한국’
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명목상의 감독권한이 대한제국 정부
에서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선은행은 구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발권 국고 등 중앙은행의 일부 기능과 예금 대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일본의
조선은행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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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침략에 필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 중에는 조선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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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석조건물 건축 도시안

일본국채 인수 및 군수산업 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
레이션이 유발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질서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일본의 철수로 일본
인에 의해 운영되던 주요 산업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다 남북 분단으로 남북간
의 경제적 상호보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생산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수
요측면에서는 북한 피난민 및 해외 귀환동포의 유입, 전시 통제경제체제의 해체 등으로
38도선 이남의 소비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한편 미군정 및 과도정부의 재정상황은 조세징수에 의한 재원조달이 사실상 어려웠
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융제도와 금융행정면에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여신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여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면에서의 균형과 함께 통화신용 공급의 억제를 통한 인플
레이션 수습이 시급해짐에 따라 통화신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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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설립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광복 이후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조선은행은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발권 국고
대출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조직과 인력면에서는 변화를 겪었다. 즉,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이 조선은행의 일본인 총재 해임과 함께 일본내 조
선은행 지점을 일괄 폐쇄한 데 이어 11월에는 일본인 간부를 전원 해임하고 한국인으로
간부진을 선임하였다.
기능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광복 당시에는 조선은행권 이외에 일본은행권 대만은
행권 및 일본군 군표(軍票) 등이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일본군 군표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부로 유통이 금지되었으나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은 1946년
2월 21일에서야 유통이 정지됨으로써 조선은행은 광복 이후 6개월여만에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법화의 발행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조선의 외국무역 진흥과 외
국환 금융제도 수립을 담당할 목적으로 1947년 6월 16일 미군정이 설립한 조선환금은
행(朝鮮換갏銀궋)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된 이후 1949년 2월 대통령이 조선은행의 총
재 및 임원에게 동 은행의 총재 및 임원을 겸임토록 함에 따라 조선은행이 사실상 유일
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인력·기능면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은 일반금융
기관과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한 데다 제국주의 하에서 정부의 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일본은행 및 독일의 라이히스방크(Reichsbank)를 모델로 하고 있
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서 당시의 경제난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광복
후 우리나라의 금융법규체계는「조선은행법」
「조선식산은행령(朝鮮殖産銀궋令)」
「은행
령」
「저축은행령」등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금융법령들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 게다
가 미군정 또는 신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여러 가지 행정명령과 통첩 등이 상호 통일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채 각기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법규체계가 극도로 문란하였다. 따
라서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구현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기존의 금융제도를 일신
하는 한편 건전하고 자주적인 금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법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중앙은행의 설립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조선환금은행 운영에 관한 재무부장관 지시
(조선은행 조사월보, 1949.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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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한국은행 창립과정
이와 같은 정치·경제여건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조선은행
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발권업무와 함께 재할인 및 재정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해 왔던 조선은행은
광복 이후 적산(敵産)논쟁의 대상이 됨에 따라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큰 관
심을 가지고 중앙은행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47년 4월 중앙은행설립대강(中央銀궋設立大綱)이라는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조선은행은 이후에도 은행내에 특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외
국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중앙은행법 준비에
착수하였고, 1948년말에는 중앙은행법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 국회 미국경제협조처
(ECA) 등에 건의하였다.
정부측에서도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설립대강 발표를 계기로 과도정부시기인 1948년
3월 재무부에 금융법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법의 제정작업에 착
수하고, 금융법규대강초안(갏融法規大綱草案)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1948년말에는 재
무부에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은행의 건의안을 검토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부
안 작성에 들어가 1949년초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 새로운 중앙은행에 대한 조선은행과 정부의 구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이 정부에 종속될 경우 재정적 편의 제공에 치중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서구식 중앙은행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
다. 조선은행이 작성한「중앙은행 설립대강」
과 중앙은행법 초안의 기초가 되었던 조사
부의 조사자료에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금융기관 및 민간이 출자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중앙은행 소유구조와 정책결정기구인 통화심의회 설치 등이 제
시되었다.
반면 정부는 중앙은행의 정부 종속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광복이후 경제재
건을 위해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추진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미약하
중앙은행 구상안을 담은 조선은행의
연구자료(조선은행 조사월보, 1947. 5월호)

고 재정제도도 미비하여 재정지출 재원을 조세수입보다는 중앙은행 차입에 크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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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정부가 일본은행의 발권력을 전비조달 목적에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 1942년 개정한「일본은행법」
을 모방하여 중앙은행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즉,
정부 법안은 중앙은행 직원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고, 역원(임원)의 임면권을 재무부장관
에 부여하는 한편, 중앙은행 업무에 정부에 대한 무담보대부 및 국채인수를 포함시키고,
은행권의 발행한도 결정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일본에서는 전 미국 디트로이트 은행장이며 당시 연합군 총사령부
고문인 닷지(Joseph Dodge)의 주도로 1949년 4월 일본은행법이 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일본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종래 대장성이 보유한 금융정책 관련 권한의 일부도 일본은행에 이관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정부와 조선은행은 정부의 중앙은행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금융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ECA의 제안에 따라 1949년 6월 재무부장관 명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융전
문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동 이사회는 같은 해 9월 금융이론의 권위자인 당
시 뉴욕연방준비은행 조사국 국제수지과장(Chief Economist of Balance of Payment
Division) 블룸필드(Arthur I. Bloomfield) 박사와 동 은행 감사과 과장보(Assistant
Chief of Auditing Division) 젠슨(John P. Jensen)을 파견하였다. 당시 미국 연방준
비제도이사회는 1943년부터 파라과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실론 등 세계
각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통화 중앙은행 및 일반은행 관련 제도개편 작업을 적극 지원하
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연준의 금융전문가 파견도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블룸필드와 젠슨은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선은행의 실무 지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일반경제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이미 작성
되어 있던 조선은행안과 정부안을 참고하고 정부당국, 금융계 대표 및 ECA 당국자들과
의견 교환을 거쳐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초안과 금융기관 개편안을 담은 건의서를 마
련하였다. 블룸필드와 젠슨의 건의서는 1950년 2월 4일 주한 ECA 사절단장과 연명(連
名)으로 정부에 제출되었다.
블룸필드 박사와 젠슨이 제출한「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안(Recommendation
한국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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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한국은행 창설의 배경과 목적, 조선은행의 개편방안 및 가까운 장래에 한국은행이 취
하여야 할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건의안의 내용 일부를 원문 그대로 인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블룸필드 박사

Although there is a widespread awareness among Koreans of the desirability of banking reform, we found
considerable divergences of opinion as to what the character of that reform should be and what purposes it
should serve. In particular, we found a marked lack of appreciation of what we conceive to be the essential
purposes of cental banking reform in Korea. It may serve to clarify matters if we list the basic objectives of
the reforms which we are here proposing.
1. It has been our primary purpose to convert the present central bank into a more genuine central bank.
...... Our draft of a new central bank statue, therefore, equips the Bank of Chosun with strong credit control
powers (especially appropriate to the present inflationary setting), lays down rules for credit policy, and
prohibits the Bank from engaging in commercial banking business with the public (except in connection
with foreign trade and exchange).
2. A second purpose of our proposed central banking reform has been to start the Bank out on a fresh
footing, freed as far as possible from the unsavory legacies of the past. For that reason we propose the
liquidation of the present Bank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one, so that the Bank will be freed from
possible future claims on the part of creditors in Japan, Manchuria, China or North Korea, and ......
3. A third purpose has been to free the Bank as far as possible from political pressure and arbitrary
interferences, which have plagued it all too frequently in the past, by putt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Bank under the control of a seven man group representative of different interests, and by
defining the nature of the Bank's operations and allocating responsibility than before.
4. Finally, a basic objective of our proposed central banking reform has been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n
banking system as a whole and to promote its more efficient functioning, and thereby to further the orderly
economic progress of the country and the fullest and most appropriate utilization of its resources.

이 법안은 그 후 재무부내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법제처에 회부되었
으며 법제처에서는 재무부 법제처 조선은행 등으로 특명위원회(特命委員會)를 구성하
여 심의하였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한국은행법안은 1950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
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심의 과정에서 법제처장 신태익(申泰益)과 교
통부장관 허정(許政) 등이 소위 위헌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기능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한 한국은행법안이‘국가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수립’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헌법」
과「정부조직법」
에 배치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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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반대론은 당시 대륙법(Civil Law) 체계에만 익숙해 있던 국내 법률가 및 국회
위원들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생소한 형태의 조직과 중앙은행제도에 익숙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대부분 그
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일본법은 대부분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조직
에서 독립되어 법인격을 갖는 기관에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하
는 미국식 방안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법리적 이의 제기는 1957년
서독의 연방은행법 제정과 일본은행법 개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앙은행 정책결정기
관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블룸필드 박사가 작성한 한국은행법안은 당시 ECA의 법률고문이었던 프랭
켈(Ernst Frankel) 박사가 검토했다는 점에서 위헌가능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었다. 독
일출신의 프랭켈 박사는 미국으로 망명한 법률가이자 정치학자로서 대륙법과 보통법
(Common Law) 양쪽에 조예가 깊었는데 1946년 내한한 이래 헌법과 국회법 등 국내의
각종 법령 정비 과정에 상당부분 개입하고 블룸필드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법도 검토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정을 추진하던 조선은행 직원들은 한국은행법안 제82조에
“정부는 중요한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금융통화관련 정책수립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은행법 초안에 관한 프랭켈 박사의
법률자문 서한

등을 들어 정부의 위헌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더 이상
한국은행법안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은행법안은 3월 18일 국회에 회부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달간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은행법
안은 4월 18일과 21일 양일간 찬반토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반토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도연 재무부장관은 법제처가 이미 위헌 문
제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마쳤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당시 본회의에서 있었던 국
회 재정경제위원장 및 재무부장관의 보고와 몇몇 의원들의 찬반토의 발언을 국회속기록
에서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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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하(洪性夏) 재정경제위원장의 법안 심사보고 (4월 18일) :

김수선(金壽善) 의원의 토의보류 동의발언 (4월 18일) :

“한국은행법은 우리 국회가 여태까지 제정했던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한국은행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중략) 금융통화위원회의 전담적인

진보된 것입니다. (중략) 말하자면 중요 국책에 관한 것은 헌법의 규정

독재적 왕국을 갖다가 이 은행법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에도 국무회의에서 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분장상으로

소속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크고 대한

봐서 재무부의 사무 일부가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서 이양되게 되었스므

민국의 대통령은 껍데기 대통령이고 조선은행총재는 알맹이 대통령으

로서 헌법에 위반이다 혹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

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은행법의 내용입니다.”

다마는 (중략)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금융통화
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런 까닭으로 국책에 위반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중요 국책은
의연히 정부에서 결정하고 정부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강선명(姜善明) 의원의 찬성발언 (4월 21일) :
“독재를 운운하지만 제7조에 독재는 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서 통화위
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독재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헌법규정이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하등의 배치가 없고 다만 사무분야
에 있어서 그 일부분이 본법에 의지해서 이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굃 仁) 의원의 찬성발언 (4월 21일) :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이 직능이 대단히 방대하고 무한한 것 같다

김도연(金度演)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 (4월 21일) :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우리 국내전체의 금융정책을 자기가 결의하

“이것이 혹 지금 일반 세간에서도 그러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우
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혹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혹은 저촉되지 않는

고 금융관계를 좌우하는 것같이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
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 하는 그러한 폐단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되었어요. (중략) 여기에 나
타난 문면(文面)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헌법이나 혹은 정부조직
법과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언합니다.”

찬반토의에 이은 표결 결과 한국은행법은 재석 102, 가 78, 부
6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공포되었
다. 이어서 동년 5월 11일에는 대통령령 제350호로「한국은행설립
에 관한 건(件)」
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일자로 설립위원이 임명됨과
동시에 한국은행설립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었는데 한국은행 설
립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1950. 5. 11, 대통령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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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순주(崔淳周 재무부장관)

부위원장

구용서(具鎔書 ( )조선은행총재)

위

윤영선(尹永善 농림부장관)

원

김 훈(金 勳 기획처장)
김유택(金裕澤 재무부차관)
김도연(金度演 국회의원)
홍성하(洪性夏 국회의원)
장봉호(張鳳鎬 조선식산은행 두취)
하상용(河祥鏞 금융조합연합회 회장)
전용형(
간

사

대한상공회의소 회두)

이천상(굃天祥 법제처 차장)
송인상(宋仁相 재무부 이재국장)
장기영(張基榮 조선은행 조사부장)

이어서 5월 23일 대통령령 제539호로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대법원규칙 제
1호로「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
이 제정되는 등 한국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도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은행 설립위원회는 그동안 4차에 걸쳐 회의를 개
최하여 설립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50년 6월 5일 초대 총재에
구용서가 임명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는데 초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195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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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 원

최순주(崔淳周 재무부장관)
구용서(具鎔書 한국은행 총재)
장봉호(張鳳鎬 금융기관 선출)
하상용(河祥鏞 금융기관 선출)
이정재(굃定宰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윤보선(尹潽善 농림부장관 추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개최(1950. 6. 5)

홍성하(洪性夏 기획처경제위원회 추천)
대리위원

김유택(金裕澤 재무부차관)
허민수(許敏洙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윤호병(

금융기관 선출)

김교철(金敎哲 금융기관 선출)
임문환(任文桓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이종현(굃宗鉉 농림부장관 추천)
김도연(金度演 기획처경제위원회 추천)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개최(1950. 6. 7)

또한 같은 날 개최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정관 업무개시일 지점설
치 및 직제 등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6일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로부터 자본금 15억원과 적립금 3억원의 납입이 완료됨으로써 한국은행 설립을 위한 모
든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6월 7일과 6월 9일 양일에 걸쳐 제2차 및 제3차 금융통
화위원회가 개최되어 업무개시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수석부총재 부
총재 은행감독부장 감사 등 임원과 고급간부를 임명하였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마침내 업무를 개시하여 신생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
한국은행 등기부 원본(1950. 6. 16 등기)

로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은행 출범에 즈음하여 초대 구용서 총재는
창업사를 통해 한국은행 설립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제2절 - 한국은행 창립과정

27

한국은행 창업에 제(際)하여
단기 4283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역사적 발족을 함에 임하여 당행의 책임자로서 감회와 결의의 일
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회고하건데 민국금융기구의 근간이 되는 중앙은행 창설의 필요성이 국민적 여망으로서 특히 금융경제
인의 논의대상이 된 이래 이의 구현화(具現化) 운동이 시작되기까지의 수년을 경과하였고 다시 그 구현화
운동이 다단(多端)한 입법의 과정을 경유하여 오늘의 발족을 보게 이르기까지에는 근 1년을 요하였습니다.
실로 오늘의 이 역사적 발족은 우리 국회의 명단(明斷)과 정부당로(政府當걟)의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임은
물론이요 국민 각위(各位)의 애국적 성원과 우방 미국의 호의적 원조와 아울러 수많은 인사의 숨은 노고
의 결정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칠 때 무한의 감회를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한국은행 창업에 관한 총재의 담화문

신(新)한국은행은 그 구상기반(構想基盤)에 있어서 종전의 금융기구를 발본적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민
주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며 경제적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
신을 창달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관이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라도 초연할 수 있는 참된 국
민의 기관으로서 내외에 그 기구적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은행 운영상의 최고의결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 산업 경제의 각계 대표로 구성됨으로써 민주정치의 지도이념인 중의제(衆
議制)가 구현되어 있으며 또한 동 위원회는 일정한 자치권한하에 금융통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안정
의 획기적 공헌이 있을 것이 기대되는 바 한국금융체계의 민주적 개편과 더불어 경제안정이라는 당면한
긴급성으로서도 한국은행 창업의 의의와 사명을 강조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본인이
이 역사적 찰나에 당행 초대 총재의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의 중대함을 감명하는 바 천학비재(淺學菲
才)로서 스스로 위구(危懼)를 불금(不禁)하는 바이오나 앞으로 정부당로(政府當걟)의 지도와 국민각층의 성
원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선책(善策)하에 신한국은행 운영과 국가건설에 충성과 미력을 다하고저 합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의 기관이며 국민의 기관이며 또한 은행의 은행이며 국제적 은행임을 오늘 1천명 직
원과 같이 다시 이 자리에 명심하고 공개적 민주적 여론적 궤도위에서 운영할 것을 밝혀 말씀하는 동시에
이에 다시 중앙은행 행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술적 전문성과 기동적 자치성에 대한 평소의 신념을 새롭
게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3년 6월 12일

한국은행 총재 구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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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창립 당시 한국은행의 기능
한국은행법의 시행으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중앙은행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은행권의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
립과 집행 등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은행감독 및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각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독점적인 발행권한을 부여
받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규격 모양 종류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은행의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고 예금지급준비금을 보관하는 동시에 최종대부자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자의
유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신용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자금조달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정부의 은행
국고금의 공적 예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함과 아울러 정부에 대한 당좌대출 또
는 기타 형식으로 여신을 하거나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은행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및 은행기구와의 사무
교섭 거래에 있어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은 정부의 과다한 한국은행 차입으로 인한 통화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여신과 국채인수 총액은 정부의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여신에 대해 포괄
적인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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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한국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과
수단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았다. 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통적인 금융조절수단인 재할
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에 대한 직접통제와 선별적인 신용통제수단
까지 갖추게 되었다.

5. 은행감독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어 금융
기관의 감독 및 검사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감독부가 담당하였다.
은행감독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
원 및 대리위원과 같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창립초기에는 은행감독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는 은행의 자
본금 부족, 귀속주 불하 문제의 미해결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은행법 시행이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 및 지시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였으며 재무부도 구은행령에 의해 은행을 감독하는 등 이원적 감
독체계가 유지되었다.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업무는 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
으로 수행되었다.

6. 외국환 관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 설립목적의 하나로 정상적인 국제무역 및 외환거래의 달
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결제자금 관리가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거
래에 대한 감독 등 행정권한과 함께 금은화 및 지금은(地갏銀)의 매매와 수입, 내국인간
외환거래의 중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은행이 이와 같이 외국환 관련업무를 광범위하게 담당하게 된 것은 대외결제자
금의 부족으로 외환집중제도를 실시하면서 정부도 모든 외환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외환취급 여건을 갖춘 기관이 한국은행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행 임직원이 겸임해 오던 조선환금은행 업무도 한국은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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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한국은행 외국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대외결제자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외환집중제도에 따라 이를 예치받아 관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외국
환 관리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대외결제자금 대부분을 소유하고 외국환 관리와 관련하
여 폭넓은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와 협의하였다.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공고용 아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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