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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조직과 경영
제1절 - 조직

1. 금융통화위원회
가. 성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은행법」
등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합의제로 한 취지는 중앙은행의 정책기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특정인 또는
특정 부문의 사람들이 아닌 국민경제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도
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다수 위원들로 하여금 중
앙은행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책이 보다 민주
적이고 공정하게 수립·집행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성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
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대한
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등 7인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중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도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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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위원으로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
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이며 나
머지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재직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지
방공무원 및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업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
도록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및 공공
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한편 금융통화위원은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
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신
분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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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비교
정책결정기구 1)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
중앙은행제도

금융통화위원회(7)

임명방법

상임여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임명
총재가 추천·대통령 임명

금통위원(5)

총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은행연합회장이 각 1인 추천·대통령 임명

연방준비제도
이사회(7)

의장, 부의장

대통령이 이사중 임명·상원동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12)

의장, 부의장

임기
4년

상임

3년
4년
4년

상임
이사(5)

위원(10)
총재, 부총재,
위원(4)

대통령이 임명·상원동의
연준의장 및 뉴욕연준 총재가 각각 의장 및 부의장 겸임

14년
상임

-

연준이사(6), 지역연준 총재(4) 2)
회원국 정상이 선임

8년
상임

정책위원회(22)
각국 중앙은행
총재(16)
총재, 부총재(2)

국가별로 상이

5년 이상

국왕이 임명

5년
상임

영란은행

일본은행

통화정책위원회(9)

정책위원회(9)

집행간부(2)

총재가 임명(재무장관과 협의)

외부위원(4)

재무장관이 임명

총재, 부총재(2),
심의위원(6)

내각 임명·양원 동의

3년
비상임
상임

5년

주 : 1) 괄호안은 인원수
2) 뉴욕연방준비은행을 제외한 11개 지역연준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내에서 지역연준 총재가 1년 주기로 교대

다. 권한
(1)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등의 전통적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에는 금
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한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2008. 10. 27)

76

창립 당시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

한국은행 60년사 | 제3장 한국은행의 조직과 경영

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외국환관리법」
의 제정과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외
환정책 수립권한이 정부로 이관되고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정한 외국
환관련 업무만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외환에 관한 정책수립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
한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
이 오늘날과 같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금융통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
의 예금지급준비금 보유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여신에 관한 사
항,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
관에 대한 긴급여신 및 극심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 여신에
관한 기본사항,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제한 등 기타 직접적인 통제, 금융기관에 대한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
검사 요구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이후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지급결
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심의·의결사항에 추가되었다.
(2)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업
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정
관을 정하고 매년도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였다. 또한 한국
은행의 직원을 임면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한국은행이 주어
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설치하고 그 권한과 직무를 정하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이후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포
괄적인 지시감독권한이 삭제되고,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재래시장 방문(2003. 4. 2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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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었다.
(3) 그 밖의 권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부 및 민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상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금융통화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
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의 예금거래 허용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의 신설 해산
또는 합병,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의 영위 등에 대한 인가권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지시권 등을 보유하였다. 그러나「은행법」개정과「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에 따라 1998년 4월 1일부터 이러한 권한은 금
융감독위원회 등으로 이관되었다.

라. 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정관에 의거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에는 재무부장관이 금융통
화위원회 의장을 맡고 유고시에는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차
관, 한국은행 수석부총재의 순으로 의장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이 금
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의장 유고시에는 금
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
록 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의는 한국은행 정관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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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하여 창립 당
시에는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
안발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가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재무부장관과 한
국은행 총재는 각각 단독으로, 나머지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후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회의소집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한국은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인의
위원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성립을 위한 의
사 정족수는 창립 당시에는 7인의 위원중 6인 이상이었는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이 9명으로 늘어난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7인 이상으로 바뀌었다가, 제6차 개정으로
위원수가 7인으로 다시 축소되면서 현재와 같이 5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의결정족수
는 창립 당시부터 과반수로 변화가 없으나, 가부동수(可否同겤)인 경우 의장에게 부여되
었던 결정권한은 제6차 개정시 삭제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봉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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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차관의 경우 종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
한이 인정되고 있는데, 2008년 2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금
융위원회부위원장도 소관사항에 한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2. 집행간부 및 감사
가. 총재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 총재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후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이,
제2차 개정 후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해 오다가 제6차 개정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총재의 임기
는 창립 이래 줄곧 4년이었으며, 종전 한국은행법에서는 중임을 허용하면서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재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 업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있어
서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또한 총재는 부총재 부총재보 또는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
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둘째, 총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통할한다. 총재는 통화신용정책, 은행권의 발행, 금
융기관 및 정부에 대한 여·수신,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외환업무, 국고업무
한국은행 행인 및 총재 직인

80

등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는 물론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 조직을 운영·관리

한국은행 60년사 | 제3장 한국은행의 조직과 경영

하는 내부적 사무집행업무를 통할한다.
셋째, 총재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
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의 단독소집권 및 의안발의권을 갖는다.
넷째, 총재는 통화금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부총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부총재보와 직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며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총재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등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행사에 필요한 유
의사항과 자료 및 의견 등 제반정보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법
령 정관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승
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집행간부 감사 및 금융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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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총재 및 부총재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총재보는 총재
와 부총재를 보좌하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부총재와 부총재보의 임
기는 각각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에는 수석부총재 1인과 부총재 2인 이상을 두고 금융통화위원회
가 임명하였다.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수석부총재는 부총재로, 부총재는 이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사의 수는 5인 이내로 되었다. 또한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
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각각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었다. 제6차 개정에 의하여 부총재 1인과 부총재보 5인 이내를 두도록 하였으며 모두
총재가 임명하고 임기는 각각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제
7차 개정시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은행감독원의 경우 창립 당시 은행감독부장만이 한국은행법상 임원으로 규
정되어 있었다. 그 후 1959년에 은행감독부장을 보좌하는 은행감독부 부부장 직책을 신
설(1959. 5. 26)하였는데,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부장은 은행감독
원장으로 개칭되고 은행감독부 부부장은 법정 임원인 부원장으로 격상되었다. 이후 감
독대상 금융기관 수 증가에 따라 1975년 은행감독원 부원장보를 신설(1975. 5. 15)하였
는데, 1977년 제4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부원장보도 법정 임원으로 격상되어 은행감
독원 분리시까지 지속되었다.

다. 감사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
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
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국은행 창립 당시 감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 직속되며
한국은행의 경리와 소유물에 대한 감사 및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1차 한국은행
법 개정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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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임무도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
였다. 그 후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본부부서와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가. 본부부서
2010년 2월말 현재 한국은행의 본부조직은 15부서(12국 1실 1원 1센터)와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 이후 본부부서의 변천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립 초기(1950~61년)
한국은행 조직은 1950년 6월 5일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한국은행 직제에
관한 구상요령」
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설치되었다. 조사부 외국부 은행감독부는 한국은
행법에 규정된 법정부서였으며, 그 외 필요한 부를 설치할 권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부
여되어 있었다. 창립 당시 본점의 조직은 조사부 외국부 총무부 업무부 문서국 국고국
한국전쟁 중 부산의 본점 부서 모습

발권국 및 출납국의 4부 4국과 은행감독부의 은행감독국 및 은행검사국, 그리고 감사실
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법정위원회인 융자위원회 외에 인사위원회 및 후생위원회의
세 위원회가 있었다. 그 후 수복지구에 있어서 통화 및 금융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임시부흥본부가 설치(1950. 10. 19)되
어 다음해 4월 6일 폐지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은행은
전재(戰災)복구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재건, 북한금융기관의
접수 및 재개, 그리고 제1차 통화교환조치의 기획 및 추진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세가 호전되고 수도 서울의 복구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고금 및 UN군 관계자금의 취급을 주 업무로
하고 나아가서는 금융기관 수복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창립 제2주년 기념식(1952. 6. 12)

있도록 서울분실을 설치(1951. 7. 23)하였다. 서울분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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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중 부산으로 이전(1951. 1. 6)하였던 본점이 서울로 복귀할 때(1951. 11. 20)까지 국내
지점에 준하는 독립점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은행감독부도 금융기관 피해 및 업
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은행검사국을 은행검사제1국과 제2국으로 개편(1951. 6. 7)
하였다. 그 후 전황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설립(1951. 10. 1)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출납국을 발권국에 통합·폐지하고 과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조직개편(1952. 5.
1)을 단행하였으며 1953년말에는 전후복구와 악성 인플레이션 수습 등 관련 업무 증대
로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무부를 인사부 및 서무부로 분리(1953. 12. 5)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미국 대외사무처(FOA) 원조기금에 의한 구매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등 외환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외국부를 확대하는 한편 외환 관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외국부에서 분리한 관리과를 중심으로 외환관리부를 신설(1954. 8. 1)하였다.
또한 전후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산업생산이 확대되고 대외원조에 의한 개
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는 등 경제가 다소 안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외자
부(1958. 3. 1) 계리부 및 증권부(1959. 4. 2)를 각각 신설하였다.
1959년에는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은행검사국을 폐지하는 대신 은행감독역
제도를 도입하여 2명의 은행감독역을 고급간부로 임명(1959. 6. 26)하였다. 1961년에는

본관 영업부 사진(196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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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역제도를 폐지하고 은행검사제1국·제2국·제3국을 신설(1961. 6. 26)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본부조직은 1961년말에 집행부 12부, 은행감독부 4국 및 감사
실로 확대되었다.
(2)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1962~66년)
한국은행은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과 더불어 조직이 개편되었다. 금융통화
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되는 동시에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는 각각 동일한
권한을 갖는 부총재 및 이사로 바뀌었으며 은행감독부와 은행감독부장은 각각 은행감독
원과 은행감독원장으로 개칭되었다(1962. 7. 20). 또한 효율적인 직원연수를 위하여 연
수부를 신설(1964. 3. 5)함으로써 1966년말의 본부조직은 집행부 13부, 은행감독원 4국
및 감사실을 두게 되었다.
(3) 한국외환은행 설립 이후(1967~79년)
1967년 1월 한국은행의 외국부와 외자부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
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외국부 외자부 연수부를 폐지하는 한편 기획부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위원회를 설
치하여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조사부
는 조사제1부와 조사제2부로 분리하여 조사제1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주
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조사업무와 국내외경제동향 경기변동 외환·국제수지 등에 관
한 조사업무를, 조사제2부는 산업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에 관한 통계업무를 각각 담당
하였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은행검사국은 검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967. 1. 30).
그 후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업무도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업무부에서 저축추진과를 분리하여 저축부로 독립(1968. 2. 22)시켰으며 업
무제1부와 업무제2부의 일부 과를 통합 개편하여 자금부를, 발권부의 출납제1과·제2
과를 통합하여 출납부를 각각 신설(1970. 7. 6)하였다. 또한 사무합리화와 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해 사무개선부를 신설(1973. 7. 21)하고 금융개선업무 강화를 위해 업무개선
실을 문서부 소속에서 독립부서로 확대 개편(1973. 12. 2)하였다.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촉진 목적의 국민투자기금이 마련되어 동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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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가 한국은행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투자기금부를 신설(1973. 12. 10)하
고 이후 기금운용부로 개칭(1976. 5. 4)하였다.
안전계획실은 1974년에 독립부서로 승격(1974. 6. 20)하였고 이후 부서명칭을 안전
관리실로 개칭(1976. 12. 2)하였다. 1976년에는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화를 기하고자 외환관리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국제금융부를 신설
(1976. 12. 13)하였다.
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기능 강화 등으로 은행감독
원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 검사제4국(1970. 7. 6) 검사통할국(1971. 6. 17) 여신관리실
(1972. 11. 8) 금융개선지도실(1976. 3. 18) 등이 설치되었다. 1980년에는 연수부를 다시
설치(1980. 12. 12)하고 이듬해 본부 행사신축 추진을 위해 본점건축본부를 설치(1981.
2. 25)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결과 1979년말
본부 조직은 집행부 19부 2실, 은행감독원 9국 1실 및 감사실을 두게 되었다.
(4) 경영합리화 추진기(1981~97년)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8월 총무처의 정부조직 개편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은
행도 조직 및 업무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자율화 촉진, 그리고 대국대과체제(大局大
課體制) 유지 등의 원칙하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연수부와 은행감독원의 분석지도국과
검사제5국 등 3개 부서를 폐지(1982. 3. 8)하였다. 그 후 출납부를 발권부에 통합(1983.
8. 16)하고 증권부는 발권부와 국고부에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1984. 4. 23)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무국 여신분석국 검사제5국 특별검사
실 등을 신설하고 금융개선지도실을 금융개선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은행감독원 조
직을 개편하였다(1983. 8. 16). 또한 관리국은 감독국으로 개칭(1983. 8. 16)한 후 다시
감독기획국으로 변경(1986. 6. 26)하였으며 여신분석국은 여신관리국으로 흡수 통합
(1985. 3. 11)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
다. 우선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등을 위하여 조사제1부의 금융경제연
구실을 부서단위 조직인 금융경제연구소로 확대하는 한편 기금운용부와 본점건축본부
를 폐지하고 기금운용부의 잔여업무는 업무부로, 본점건축본부의 잔여업무는 관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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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각각 이관하였다(1991. 9. 9).
전자계산부는 명칭을 전산정보부로 변경(1992. 11. 16)하고 외환·국제금융업무의
중복수행 및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종전의 국제금융부 및 외환관리부를 국제부와
외환업무부로 재편하는 한편 조사제1부 해외조사과를 해외조사실로 개편하여 증가하는
해외조사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아울러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문서부 비서실 소속 홍보실을 확대 개편하여 홍보부를 설치하였다
(1993. 9. 6).
또한 지급결제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해 저축부를 금융결제부로 변경하고 행사 신·개축업무가 상당부분 완료됨에 따
라 서무부와 관재부를 통합하여 관리부로 개편하였다(1994. 5. 23).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부를 과조
직으로 축소하여 자금부에 편입하는 동시에 외환자유화 진전에 따라 소관업무가 줄어든
외환업무부를 국제부 외환실로 축소·편입하였으며 관리부서 경량화를 위해 계리부를
계리실로 축소하여 기획부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조사제1부 도서자료실을 홍보부로 이
관하였다(1995. 9. 14).
한편 은행감독원의 경우 총무국과 금융개선국을 통합하여 금융지도국으로 개편하
는 한편 여신관리국을 신용감독국으로 개칭하고 감독기획국 내의 경영관리과와 경영지
도과를 통합하여 경영관리실로 개편(1996. 3. 11)하였다가 일부 업무를 검사 각 국으로
이관하면서 경영관리과로 다시 축소(1996. 9. 9)하였다. 이
러한 조직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말에 본부조직은
집행부 13부 1실 1연구소, 은행감독원 9국 및 감사실을 두
게 되었다.
(5)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1998년~ )
1998년에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행감독원 분리
와 한국은행의 기능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의 경량화 및 업
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조직을 대폭 개편하였
은행감독원 폐지 관련 시문‘떠나며 남으며’
(1998, 조병화 시인)

다. 먼저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설치되어 있던 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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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되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은행감독원 관련 부서 9개국과 10개 지점의
은행감독실을 폐지하였다. 또한 본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조사제1부 조사
제2부 금융경제연구소를 조사부로 통합하고, 문서부와 홍보부를 기획부에, 국고부를 금
융결제부에 각각 통합하였다.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수립·집행을 위해
종전의 자금부를 통화정책의 입안을 담당하는 정책기획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시장
부로 분리하였으며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파악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업무 수행 등
을 담당할 은행부를 신설하였다(1998. 5. 14).
1999년에는 창립 이후 유지되어 온 기존 조직구조에서 탈피하여 조직운영체계를 전
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정부 등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감사실과
안전관리실을 제외한 부서명칭을‘부’
(部)에서‘국’
(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경제통계
편제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부의 통계부문을 분리하여 경제통계국을 신설
하고 관리지원부문의 경량화를 위하여 인사부와 관리부를 통폐합하여 총무국으로 개편
하였다. 아울러 직원전문화를 위해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묶어
전부서를 5개 직군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조사국 경제통계국은 조사통계직
군, 은행국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직군, 전산정보국 금융결제국 발권
국은 금융서비스직군,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직군, 기획국 총무국 안전관리실은 경영
관리직군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공보실 감사실 등은 공통직군
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과 및 담당
제도를 폐지하고 본점부서의 단위조직을 전면적으로 팀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종전 부
서장의 통할을 받던 실조직을 부서장의 통할을 받지 않고 부총재보를 직상위자로 하는
국소속실로 개편하였다(1999. 5. 17).
한편 해외운용 외화자산의 증가에 따라 보유 외화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제고
등 효율적 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국 외화자금실을 국제국에서 분리하여 외화
자금국으로 확대 개편(2000. 5. 19)하였다.
2003년 이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 등 업무환경 변화 및 조직구조 합리화를 반영하
기 위한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
우선 2003년에 중장기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국 특별연구실을 금융경제연
구원으로 확대(2003. 1. 1)하여 부서조직으로 승격시켰다. 동년 3월에는‘조직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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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를 발족하여 조직개편방안을 마련, 17개 팀을 폐지하고 6개 팀을 흡수 통합하였
으며 4개 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경제정보실을 경제홍보실로 개칭하고 33개 팀의 명
칭을 변경(2003. 10. 10)하였다.
이후 외화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화자금국내에 외자관리실을 설치
(2004. 4. 16)하였으며 이를 다시 투자운용실 및 운용지원실로 확대·개편(2005. 8. 31)
하였다.
2005년에는 국민경제교육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국 경제홍보실을 홍보업무와
경제교육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단위 조직인 경제교육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은행국이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경영현황 분석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서명칭을 금융안정분석국으로 변경(2005. 3. 16)하였다.
2007년에는 주된 사무소의 명칭을‘본점’
에서‘본부’
로 변경하고 기획국내 지식정
보실을 신설(2007. 2. 28)하였다. 아울러 부서장 통할을 받되 소관 업무에 있어 실장이
부서장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국직속실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통계국내 통계관리실, 전
산정보국내 전산관리실, 국제국내 외환조사실을 각각 설치하였다(2007. 7. 28).
한편 2009년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가입 등으로 금융안정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분석국내 금융안정시스템실을 신설(2009. 6. 12)하였으
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준비를 위하여 G-20 업무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2009. 8. 21)하였다.
2010년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지급결제감시 업무 확대 등을 반영
하여 금융안정분석국에 비은행분석팀을, 금융결제국에 결제연구팀과 비은행결제팀을
신설하였으며 전산정보국의 정보관리팀을, 경영시스템팀과 정책시스템팀으로 분리하
였다. 아울러 경제통계국의 통계관리실을 폐지하고 국민계정실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201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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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점 개점(1950. 6. 12)

나.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1) 지역본부
한국은행은 국내 주요 도시에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에서 취급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2월말 현재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창립이
후 지역본부 조직의 변천내용과 경위는 다음과 같다.
창립 당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한국은행 직제에 관한 구상요
령」
에 의거,「한국은행 지점설치 승인에 관한 건」
에 의해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전주 대전
및 인천의 7개 도시에 국내지점을, 그리고 해외지점으로 동경지점을 두었다. 이는 한국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점설치 의결
(1950. 6. 5)

은행 창립시 조선은행으로부터 인수한 8개 지점을 그대로 한국은행 지점으로 지정한 것
인데 조선은행 지점중 군산과 여수지점은 조선은행의 일반은행업
무를 인수한 한국상공은행이 인수하였다.
창립 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부산 대구를 제외한 각 지점은
전쟁피해로 그 기능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9·28 수복 후 이들 점
포를 복구함과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가 청주와 춘천지점을 설치
하기로 의결(1950. 11. 16)하였으나 이듬해 1·4 후퇴로 설치가 보
류되었다. 그 후 전황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청주지점(1951. 11. 1)

청주지점 개점(1951. 11. 1)

과 춘천지점(1955. 12. 12)을 각각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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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말까지 한국은행 국내지점 수는 모두 9개로서 1950년대말과 변동이 없었
다. 다만 1968년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화폐수급이 불안정한 관할지역에 국내주재
원제도를 도입하여 제주시와 강릉시에 상주 주재원을 파견(1968. 3. 15)함으로써 임치
화폐를 관리하고 지방경제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고 지
방은행이 신설되면서 한국은행 지점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본점에만 운영되
던 과제도를 일부 지점에 도입(1969. 1. 27)하였다. 1969년에는 은행감독업무 개선책의
한 방안으로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지점에 은행검사실을 설치(1969. 5. 13)하고 그 후
제주지점 개점(1970. 2. 2)

전주지점에도 은행검사실을 설치(1969. 6. 9) 운영하였으나 1970년 9월 17일 모두 폐지
하였다.
197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국
은행은 지역사회 개발과 지방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지점을 신설하였다. 제
주지점(1970. 2. 2)과 수원지점(1972. 8. 18)을 개설하고 종래 지점에 준하는 업무를 수
행하여 온 마산출장소(1973. 10. 16 설치)와 강릉출장소(1974. 12. 2 설치)를 각각 마산

수원지점 개점(1972. 8. 18)

지점(1975. 7. 1)과 강릉지점(1976. 12. 10)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제천(1970. 9. 17) 진주(1970. 10. 1) 여수(1971. 10. 1) 안동 및 홍성(1973. 7. 1)
포항(1974. 12. 5) 울산(1976. 2. 2) 원주(1975. 6. 20) 해남(1979. 9. 25) 등의 9개 지역
에 주재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1979년 11월 그 명칭을 주재사무소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말에는 13개 지점과 9개 주재사무소를 두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국내 최대의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와 제철산업의 중심인
포항시에 울산지점(1980. 5. 27)과 포항지점(1984. 12. 17)을 각각 신설하였다.
한편 은행감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에는 부산 광주 및
대전지점에 은행감독실을 설치(1986. 6. 26)하고 그 후 대구지점에도 은행감독실을 설
치(1987. 2. 3)하였다. 한국은행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 화폐수급에 애로가 있는 구미
(1986. 5. 15) 군산(1987. 4. 28) 태백(1987. 11. 6) 및 천안(1988. 10. 27)지역에 주재사
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재사무소의 기능을 확
대하기 위하여 주재사무소를 사무소로 명칭을 변경(1989. 7. 1)하고 구미 여수 안동 진
주 및 천안사무소는 1989년 11월 1일부터, 제천 홍성 원주 해남 군산 및 태백사무소는

울산지점 개점(198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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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5일부터 각각 당좌예금업무를 취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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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는 서울 강남지역 소재 금융기관 상공업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중앙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
기 위하여 강남지점을 개설(1991. 11. 4)하였으며 수원지점
에 은행감독실을 신설(1991. 3. 7)하였다.
또한 지방은행 본점 소재지중 은행감독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전주 청주 춘천 인천 등 4개 지점에 은행감독
실을 신설(1993. 2. 13)하고 전남 순천지역의 화폐수급 원
활화를 위하여 순천사무소를 신설(1993. 1. 12)하였으며 마

강남지점 개점(1991. 11. 4)

산지점이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지점의 명칭을 창원지점으로 변경(1993. 11. 29)하
였다. 한편 관할지역 금융경제 규모가 확대된 구미 및 진주사무소의 기능을 확충하여 소
규모 지점(1994. 9. 5)으로 바꾸었다.
1996년 이후 그동안 확대되었던 지점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지점정비
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해남 여수 군산 제천 원주 및 태백
의 6개 사무소를 분실로 전환(1997. 3. 17)한 데 이어 성북 사상 제천 및 부천의 4개 분
실을 폐쇄(1997. 9. 1)하였다.
1998년에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른 기능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의 경량화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점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수원 창원 강남 등 9개 지점의 출납과를 업무과에 통합하고 목포 포항 강릉
울산 4개 지점의 과조직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안동 홍성 천안 및 의정부사무소를 분
실로 축소 조정하였다(1998. 5. 14).
1999년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화폐
발행·환수업무를 수행하는 분실중 일산 분당 안산 안양 군산 해남 여수 상주 동래의 9
개 분실을 폐쇄(1999. 6. 30)함으로써 조직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지역
에서의 중앙은행 위상 제고를 위해 지점 및 사무소의 명칭을 지역본부 및 지부로 개칭
(2002. 1. 10)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지역조직은 16개 지역본부와 3개 지부를 두게
되었다.
2003년에는 지속적인 지방조직 정비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 활성화
를 목적으로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및 경기본부에 기획조사팀을 기획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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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개편(2003. 3. 21)하였다.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인 2004년에는 지역본부 소속 지부의 명칭을 지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국고업무 전산화 완료 등에 따라 전북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남본부
등 6개 본부의 발권팀을 업무팀으로 통합하고(2004. 9. 8), 이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본부의 발권팀을 업무팀으로 추가 통합하는 한편 강원 제주본부에 기획조사실
을 추가 설치하였다(2007. 2. 28).
또한 지속적인 조직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구미 진주 순천의 3개 지점(2007. 3. 3)
과 태백분실(2007. 12. 31)을 폐쇄하고 모든 기능을 지역본부로 이관하였다.
2010년에는 창구업무량 감소를 반영하여 부산 경기 강남 등 3개 본부의 발권팀을 업
무팀으로 통합(2010. 3. 2)함으로써 지역본부의 발권팀은 모두 폐지되었다.
(2) 국외사무소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제동향 조사와 자료수집, 통화정책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와
의 긴밀한 업무연락과 협조 등을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지 및 국외 주요 도시에 국외사
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0년 2월말 현재 국외에는 5개 사무소와 2개 주재원을
두고 있는데, 창립 이후 국외조직의 변천내용과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홍콩지점 개설(1953. 2. 2)

한국은행 창립시 한일청산관계와 대일무역 및 재일교포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전신
인 조선은행으로부터 동경지점을 인수·개설(1950. 6. 12)하고 이후 한일통상거래의 증
가에 따라 오사카지점(1951. 12. 1)을, 동남아지역과의 무역지원 강화를 위하여 홍콩지
점(1953. 2. 2)을 각각 개설하여 주로 외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한국은행 최초의 국외사무소는 1953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로 개설(1953. 12. 1)한 뉴욕사무소로서 그 당시 동 사무소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증
대됨에 따라 한·미간의 경제적 유대를 견고히 하고 국제금융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
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조사, 외화자금 운용상의 연락과 같은 업무를 담
당하였다.
이후 유럽과의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짐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서독사무소를 개설
(1962. 2. 20)하여 유럽지역의 경제조사, 국제금융기구와의 업무연락, 한국경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증대를 계기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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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사무소 개소식(1953. 12. 17)

공지점을 설치(1966. 4. 1)하였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의 설립에 따른 기구 개편시 주로
외환업무를 담당하던 동경 오사카 홍콩 사이공 등 4개 해외지점을 모두 한국외환은행에
이양(1967. 1. 30)하고 일본내에 별도로 동경사무소를 설치(1967. 4. 1)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을 비롯하여 방콕과 마닐라(1967. 4. 1) 바젤(1976.
11. 1)에 각각 주재원을 파견하였으나 런던주재원만 사무소로 승격(1969. 1. 27)시키고
방콕과 마닐라주재원(1975. 9. 30) 및 바젤주재원(1979. 6. 22)은 모두 폐쇄하였으며 대
신 싱가포르사무소를 새로이 설치(1977. 8. 1)하였다. 1970년대 후반 들어 국내 건설업
체의 중동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국가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1977. 2. 19)와 바레인(1977. 5. 1)에 각각 주재원을 파견하였다가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바레인주재원을 폐쇄(1979. 3. 31)하고 사우디아라비아주재원을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사무소로 개편(1979. 11. 14)하였다. 또한 워싱턴과 브뤼셀에 각각 주재원
을 파견(1975. 11. 3)하였다가 워싱턴주재원은 폐쇄(1979. 3. 31)하고 브뤼셀주재원은
브뤼셀주재사무소로 개편(1979. 11. 14)하였다. 이후 파리(1979. 12. 20)와 홍콩(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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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에 주재사무소를 각각 신설한 다음 이를 파리사무소(1980. 9. 6)와 홍콩사무소
(1984. 4. 3)로 개편하였으며 브뤼셀주재사무소는 폐쇄(1983. 9. 30)하였다. 이로써
1990년말에는 7개의 해외사무소와 1개 주재사무소를 두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유럽공동체(EC) 통합에 대비하여 EC의 금융·경제통합 추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EC 각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C 본부가 위
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브뤼셀사무소를 개설(1991. 10. 21)하였다. 아울러 동·서독이 통
합됨에 따라 서독사무소의 명칭을 프랑크푸르트사무소로 변경(1991. 3. 7)하고 1979년
에 폐쇄한 워싱턴주재원을 국외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설치(1994. 4. 11)하였다.
한편 중동지역의 건설경기 퇴조로 그 기능이 축소된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사무소는 폐쇄
(1995. 9. 14)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조직의 경량화를 위하여 파리(1998. 12. 31) 싱가포르(1999. 7.
14) 및 브뤼셀사무소(2000. 7. 31)를 폐쇄하였다가 2003년에는 한국과 중국간 교류협
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북경사무소 개소식(200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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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 북경에 북경사무소를 신설(2003. 3. 20)하였다. 한편 북경사무소 개설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홍콩사무소는 홍콩주재원으로 축소(2008. 8. 22)하였다.

4. 직제
한국은행 직원의 종류·직책·직급 등은 조직과 업무내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
천을 겪어왔다. 창립 이후 직제의 주요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립 당시 한국은행의 일반직원은 1급에서 7급까지로 구분되어 1급 내지 3급은 책임
자, 4급과 5급은 행원, 6급은 고원, 7급은 용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었다.
창립 당시 직원 사령장(1950. 6. 8)

이후 일반직원의 직제는 창립 당시의 기본틀을 유지하다가 1976년 인력관리의 적정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의 종류를 일반직원 고용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하고 일반
직원의 직급도 1급에서 6급으로 변경하였다(1976. 12. 2).
1980년대 들어서는 부서장의 대외활동 및 섭외기능과 대내통할 및 조정기능을 보강
하기 위해 부부서장제도를 도입하여 검사통할국과 검사 각 국에 최초로 부국장(1983.
4. 26)을,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대형지점에 부지점장(1988. 3. 4)을 두었으며 이후 동
제도를 본점 주요 부서로 확대(1988. 9. 1)하였다. 또한 일반직원을 종합직렬 일반직렬
기술직렬 직원으로 세분화(1993. 3. 31)하는 한편 일반직렬 직원의 직급을 1급 내지 6급
으로 세분화하고 일반직렬 1급 직원을 책임자로 추가(1993. 7. 1)하였다.
1994년에는 직위·직급을 분리(1994. 3. 1)하였다. 아울러 수석부부장직위를 없애고
감사실 직원의 직위를 수반검사역 선임검사역 검사역으로, 국외사무소 조사역의 직위를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및 조사역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종래 업무추진역의 직위를 흡
수하여 자문역 직위를 신설하였다. 종합직렬 직원도 직위(직급)를 부장(1급) 부부장(1~2
급) 과장(2~3급) 조사역(3~4급) 행원(4~6급)으로 구분하였다.
그 밖에 직위·직급 분리 시행에 따라 직급 승격후 직위 미승진자에 대한 대외직명
및 대내호칭을 차상위 직위명에‘대우’
를 부기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지점 규모
가 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지점장에게는‘본부장’호칭을 부여(1997. 3. 17)하였다.
또한 별정직원의 직급을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1997. 7. 1)하고 행원에 대하여 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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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제도를 신설(1998. 10. 1)하였다.
1999년에는 직원의 직위와 직급을 전면적으로 개편(1999. 5. 17)하여 종합직렬직원
의 경우 직위(직급)를 수석조사역(국장급)(1급) 수석조사역(1~2급) 선임조사역(2~3급)
조사역(2~4급) 및 행원(3~6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종합직렬 1급 수석조사역, 2급 선임
조사역, 2급 및 3급 조사역은 직상위 직위명에‘대우’
를 부기하여 호칭하도록 하였다.
한편 종합직렬과 일반직렬의 통합 등 일반직원의 직렬제도 및 직급체계의 단순화를 위
하여 직원의 구분을 일반직원 별정직원 서무직원 청원경찰 계약직전문직원으로 변경
(1999. 12. 23)하였다.
2002년에는 종합직렬직원 수석조사역(국장급)(1급) 수석조사역(1~2급) 선임조사역
(2~3급) 조사역(2~4급)에 대하여 각각의 직위가 담당할 수 있는 직책 구분을 없애고
(2002. 1. 10) 동 조사역 체계의 직위 명칭을 국장 부국장 차장 과장 조사역으로 변경
(2002. 5. 22)하였다. 이어서 종합직렬직원 6급의 직위를 행원에서 부조사역으로 변경
(2002. 7. 5)하면서 국장 직위를 국장 및 국장급으로 구분하여 부서장이외의 직책에 보
임되는 경우에는 국장급 직위를 부여(2002. 8. 9)하였다.
2003년 10월 10일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맞물려 직위·직급 체계를 개편하여 직위
직급 직책의 3분화 구조를 직급 직책의 2분화 구조로 단순화하고 종합직렬직원 직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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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장급 부국장 차장 과장 조사역 부조사역 등 직위를 삭제하였으며 5급 이상이 담
당할 수 있는 직책 구분도 폐지하였다. 동시에 종합직렬직원 직급 명칭을 1급 국장급조
사역, 2급 부국장급조사역, 3급 차장급조사역, 4급 과장급조사역, 5급 조사역 및 6급 부
조사역으로 정하였다. 또한 전문직렬제를 도입하여 전문직렬직원은 전문연구원 직책을
부여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팀장이 아
닌 팀 구성원 직책을 팀원으로 설정하되 인사 여수신 출납 화폐정사 국고 증권 외환심사
등「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일부 직무의 경우 팀장보 직책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고 라인부국장제도를 도입하여 라인부국장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
임받은 업무에 대해 부서장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은 종합기획직원 일반사
무직원 일반기능직원 계약직전문직원으로 구분하였다. 종합기획직원 직급은 직렬별로
종합직렬 G1~G5, 전문직렬 S1~S5로 하고 계약직전문직원의 직급은 특급 S1~S5, 일
반사무직원의 직급은 C1~C3로 구분하였으나 일반기능직원은 직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반사무직원의 직책은 주임 부주임 사무원으로, 일반기능직원의 직책
은 정사원 서무원 청원경찰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적 위임업무에 대하여 부서장
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라인부국장의 직무를 폐지하고 국직속실장 직책을 신
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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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제(2010년 2월말 현재)
1.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입행한 직원에 대한 직급과 직책
직원, 직렬

직급(직급명칭)

5급(조사역)
6급(조사역)

•팀원 정사계장

1급~5급

•전문연구원·팀장 연구실장 반장·팀원

1급(국장조사역)
2급(부국장조사역)
종합직렬

일반직원

3급(차장조사역)
4급(과장조사역)

전문직렬
계약직 전문직원

직책
•국장 실장 원장 본부장
•사무소장 국소속실장
•국직속실장 기획조사실장
•부국장 부실장 부원장 부본부장
•팀장 연구실장 반장
•팀장보 반장보 본부장보
•팀원
•비서역 보좌역 교수 검사역 자문역 박물관장 연구역 연구조정역
•정사계장

특급

•종합직렬직원 1급∼5급의 직책을 준용

1급~5급
-

1급~6급

별정직원

참사
서무직원 및 청원경찰

-

주임
1등급~4등급

2.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입행한 직원에 대한 직급과 직책
직원, 직렬

직급(직급명칭)
G1(국장조사역)

G5(조사역)

•국장 실장 원장 본부장
•사무소장 국소속실장
•국직속실장 기획조사실장
•부국장 부실장 부원장 부본부장
•팀장 연구실장 반장
•팀장보 반장보 본부장보
•팀원
•비서역 보좌역 교수 검사역 자문역 박물관장 연구역 연구조정역

S1~S5

•전문연구원·팀장 연구실장 반장·팀원

G2(부국장조사역)
종합직렬

G3(차장조사역)

일반직원
G4(과장조사역)

전문직렬

직책

특급
계약직 전문직원

•상기 종합직렬직원 G1~G5의 직책을 준용
S1~S5
C1(주임사무원)

일반사무직원

C2(부주임사무원)

•주임
•부주임
•사무원

C3(사무원)
일반기능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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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원 서무원 청원경찰

제2절 - 경영
1. 자본금과 회계
가. 자본금 및 잉여금
중앙은행의 소유 및 출자형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중앙은
행을 설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자본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을 정부에서 납
입하고 경제 각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 운용에 있
어 공공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은행도 1950년 5월 한국
은행법 제정 당시 동 법 제4조 제1항에서‘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5억원(圓)으로 하고 전
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실질가치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동 법 제4조에서‘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정부가 출자하였던 자본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의 자본계정은 잉여금만으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현재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만 남아 있다.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향후의 적자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에 유보하는
금액으로 결산상 순이익금의 처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매년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정부의 승인
을 얻어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
하게 된다. 구체적인 순이익금 처분방법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변경
되어 왔다.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에는 순이익금을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100분의 25는 5억원
(圓)에 달할 때까지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액은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
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적자는 일차적으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토록 하였다.
1962년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시 적립금한도를 5억원(圓)에서 200억원(圓)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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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동시에 적립비율을 순이익금의 100분의 5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잔여액의 경우 정부에 일반세입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법정적립금 한도는 1962년 6월 통화개혁에서 화폐단위가 환( )에서 원으로 변
경되고 10환( )이 1원으로 평가절하된 것을 반영하여 1968년 한국은행법 제3차 개정
시 20억원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법정적립금의 적립 목적 및 국내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한
도설정은 그 의의를 찾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낮은 적립비율로는 내부유보
를 충실히 할 수도 없어 1977년 한국은행법 제4차 개정시 법정적립금의 최고한도를 폐
지하고 적립비율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회계제도 및 예산·결산
(1) 회계제도
한국은행의 회계제도는 한국은행법과「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에 기초하였으나
1981년 2월 한국은행이「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독자
적인 회계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행 회계기준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은행 업무
의 특수성 반영하여「법인세법」
상의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한국은
행이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일반과세법인으로 전환되어「법인세법」
의 전면적인 적용
을 받게 되자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원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국
은행의 회계기준을 인정하기 위하여「법인세법시행령」
상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수차례 변경을 거듭하였는데 설립연도인 1950년
에는 동년 6월 12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1957년 이후 역년(곍年)과 동일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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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산
한국은행의 예산은 설립 당시에는 한국은행법 제7조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독
자적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시 한국은행의 예산은 각
의의 의결을 거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바뀌었다.
이어 1963년 제2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한국은행 예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
회계온라인시스템

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됨과 아울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정부투자기
관예산회계법」
의 적용대상기관에 한국은행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 및 결산 전반에 걸
쳐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까지 한국은행 예산은「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제10조와「회계규정」제61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
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재무
부장관 심사, 경제기획원장관 조정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금융
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981년 2월 28일「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고 1982년말 제5차 한국은행법 개정시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운영위원
회가 독자적으로 한국은행의 예산을 승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
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은 기획부장이 예산편성수립지침을 작성,
총재의 승인을 받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각 부서장의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예산안
을 편성하여 총재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의장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한편 1997년말 전면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재정경제원장
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되면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예산(일
반관리비, 자본예산과 비용예산중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
도록 변경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 경비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
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통화신용정책 관련예산과 함께 다시 금융통화위원
회의 확정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어서 2003년말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가 모든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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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산
한국은행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와 회계기간중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6월말에 상반기 실적을
파악하는 반기결산과 9월말에 결산절차에 준하여 연간손익을 가늠하는 임시결산을 실
시하고 있는데 임시결산의 경우 1997년 이전에는 11월말에 실시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시결산 결과를 종합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9월말로 앞당겼다.
제1기 결산보고서

또한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의하여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고 있는데 1998년 3월분까지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나 1998
년 4월분부터는 한국은행 정관의 개정으로 공고방법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공고로 바뀜
에 따라 관보에만 이를 공고하고 있다. 공고기한은 당초 매월 10일 이내이던 것을 공고
용 대차대조표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하여 1982년 한국은행법 제5차 개정시
매월 20일 이내로 조정하였다. 매회계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1997년의
제6차 개정시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결산서의 확정시한과 일치시켰다.
한편,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는 공공법인으로서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등 세법상의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1981년 12월 31일 조세감
면규제법의 개정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인세
법상의 과세표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 및 내부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산출된 당기순이익
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과세특례를 인정받았다. 이후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조
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법인세법」
의 전면
적인 적용을 받는 일반과세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비용, 국공채 미수이자 등 내부회계기준과「법인세법」
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 기부금 접대비 등「법인세법」
상 손금한도가 설정된 항목 등에 대해
서는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내부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하
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한국은행 창립 이래 최초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를 받았으며 그 결과 외환매매손익 산출방식 등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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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지상황
한국은행의 수지는 설립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모는 변동되었으나
1981년까지 흑자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2년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급증하면서 처음
으로 적자로 바뀐 후 1987년까지 적자가 계속되었다. 그 이후 1993년과 1994년에 통화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 다시 흑자를 시현
하였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원화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환매도액이 크
게 늘어남에 따라 거액의 외환매매익이 발생하여 흑자규모가 1조 8천 252억원에 달하
였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흑자규모가 3조원을 상회하였다.
2000년에 들어 원화환율 하락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증가로 흑자규모가 1조 4천
834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원화환율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외환부
문수익이 급증하여 4조 2천 14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원화
환율 및 국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외환부문수익이 줄어들면서 각각 2조 9천 368억
원과 2조 1천 75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외환부문수익이
감소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통화관리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
하면서 3조 4천 29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조
8천 655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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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별 수지상황
연도별(기)
1)

106

단위 : 천원

순이익금의 처분

순이익금

법정적립금

1950(창립)

-

300

1951 (1)

179

1952 (2)

69

1953 (3)

임의적립금

정부납부액
-

-

45

-

134

17

-

52

63,899

138

-

63,761

1954 (4)

133,975

-

-

133,975

1955 (5)

101,103

-

-

101,103

1956 (6)

787,118

-

-

787,118

1956 (7)

99,733

-

-

99,733

1957 (8)

485,302

-

-

485,302

1958 (9)

443,480

-

-

443,480

1959(10)

311,652

-

-

311,652

1960(11)

912,754

-

-

912,754

1961(12)

1,903,334

-

-

1,903,334

1962(13)

2,402,018

120,101

15,000

2,266,917

1963(14)

818,944

40,947

50,000

727,997

1964(15)

890,796

44,540

-

846,256

1965(16)

580,046

29,002

50,000

501,044

1966(17)

1,806,280

90,314

350,000

1,365,966

1967(18)

897,608

44,880

120,000

732,728

1968(19)

2,540,250

127,013

1,150,000

1,263,237

1969(20)

6,857,734

342,887

3,200,000

3,314,847

1970(21)

11,854,525

592,726

3,300,000

7,961,799

1971(22)

7,139,676

356,984

263,000

6,519,692

1972(23)

1,089,657

54,483

1,035,174

-

1973(24)

1,478,069

73,903

1,404,166

-

1974(25)

34,744,367

81,720

34,662,647

-

1975(26)

1,246,122

-

1,246,122

-

1976(27)

50,589,183

-

50,589,183

-

1977(28)

36,155,283

-

36,155,283

-

1978(29)

63,983,811

6,398,381

57,585,430

-

1979(30)

159,714,208

15,971,421

143,74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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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별 수지상황
연도별(기)
1980(31)

순이익금

단위 : 천원

순이익금의 처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정부납부액

501,681,978

50,168,198

451,513,780

-

1981(32)

175,299,670

17,529,967

157,769,703

-

1982(33)

-131,771,683

-

-131,771,683

-

1983(34)

-108,767,922

-

-108,767,922

-

1984(35)

-194,825,310

-

-194,825,310

-

1985(36)

-130,604,414

-

-130,604,414

-

1986(37)

-57,154,311

-

-57,154,311

-

1987(38)

-87,027,817

-46,776,058

-40,251,759

-

1988(39)

48,396,352

4,839,635

43,556,717

-

1989(40)

294,844,933

29,484,493

265,360,440

-

1990(41)

654,329,835

65,432,984

588,896,851

-

1991(42)

563,704,446

56,370,445

507,334,001

-

1992(43)

62,445,725

6,244,572

56,201,153

-

1993(44)

-142,842,917

-

-142,842,917

-

1994(45)

-73,331,164

-

-73,331,164

-

1995(46)

349,405,121

34,940,512

314,464,609

-

1996(47)

319,046,604

31,904,660

71,400,000

215,741,944

1997(48)

1,825,231,425

182,523,143

650,153,957

992,554,325

1998(49)2)

3,380,915,573

338,091,557

1,737,079,443

1,305,744,573

1999(50)

3,180,293,361

318,029,336

862,264,025

2,000,000,000

2000(51)

1,483,406,829

148,340,683

335,066,146

1,000,000,000

2001(52)

4,214,347,082

421,434,708

30,800,000

3,762,112,374

2002(53)

2,936,816,069

293,681,607

92,401,000

2,550,733,462

2003(54)

2,174,999,792

217,499,979

80,400,000

1,877,099,813

2004(55)

-150,221,527

-

-150,221,527

-

2005(56)

-1 ,877,585,862

-

-1,877,585,862

-

2006(57)

-1,759,671,022

-178,947,151

-1,580,723,871

-

2007(58)

-444,742,636

-444,742,636

-

-

2008(59)

3,402,907,324

340,290,732

1,562,616,592

1,500,000,000

2009(60)

2,865,549,395

286,554,940

1,478,994,455

1,100,000,000

주 : 1) 설립당시의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정부가 납입
2) 1998년도 결산상 순이익금은 당기순이익(1,661,897,590천원)과 회계처리기준 변경 등에 따른 이익 추가 발생분(1,719,017,983천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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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관리
가. 직원 및 인사관리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창립 당시 지금의 집행간부 및 감사에 해당하는 별급직
원(別給職員) 6명과 일반직원(一般職員) 1천 122명을 합하여 모두 1천 128명으로 출발하
였다. 6·25 전쟁 발발로 직원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임시부흥본부(臨時겖興本部)
설립으로 일반은행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창립 1년후에는 발족 당시의
직원 수를 유지하였다.
이후 업무량의 증대와 조직 확대에 따라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창립 10년째인
1960년말에는 2천 71명으로 창립 당시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였다. 1967년 한국외환
은행의 설립으로 그동안 한국은행이 수행해왔던 외국환업무 대부분이 한국외환은행으
로 이관되면서 681명의 직원이 함께 전직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크게 감소하
였다. 그러나 그 후 업무량 증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여 1974년말에는 3천 398명에 이
르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수출과 해외건설경기의 활황으로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들의 대규모
이직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도 연간 약 400명 정도의 직원이 퇴직하였으나 연
평균 5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전체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어 1982년말에는 전체 직원 수가 4천 593명에 달
하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 내부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동정사기 PC 등 사무자동화
기기의 도입 확대와 외부용역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인력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신규직
원 채용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여자직원의 결혼 후 계속 근무 및 사회안정에 따른 이
직수요 감소로 퇴직직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 수는 감소추세를 지
속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은금융망(BOK-Wire) 구축 등 업무 전산화와 기계화로 인해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량경영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두 차례
(1994년, 1995년)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 한편,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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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998년 4월 한국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47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함으로써 2000년말 전체 직원 수는 과거 최고수
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 83명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외화자산운용규모 확대, 국민경제교육 실시, 조사연구 강화 등 은행 전
체적인 업무 확대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에 따라
직원 수는 2010년 2월말 현재 2천 230명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인사관리에 있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하는 데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창립 이래 우수인력의 확보
와 함께 직원전문화에 주력하여 왔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연공서열보다는 업적과 능
력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인사원칙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
도록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4~5년
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및 인력의 슬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인사제도 개편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영효율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1999년에는 직원전문화를 위
해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묶어 전 부서를 5개 직군으로 분류·
관리하는 직군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고용을 위한 계약직 전문직원제도를 도입하였
다. 2003년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참모기능(staff)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밟도록 하는 전문직렬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학(석)사 조사역급 등에도 계약직 전문직원 채용을 확대하였다.
한편 2006년에는 중앙은행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인사혁신을 기하고자 채
용방식 다양화 및 전문인력 확보, 직무가치 및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구축,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체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동 방안의 구
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연간 채용인원의 30% 수준까지 외부전문가 영입을 늘리고 개방
형 직책공모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직원그룹별로 직무책임에 따라 인사·급여 체계가 달
리 적용되는 신인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연봉제·평가상여금제 등을 통해 성과와 보상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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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원 수 추이(연월말 현재)
연도

임원

1)

직원

단위 : 명

합계

연도

직원

합계

창립당시

6

1,122

1,128

1980

13

4,143

4,156

1950

7

1,129

1,136

81

13

4,494

4,507

51

7

1,340

1,347

82

13

4,580

4,593

52

8

1,446

1,454

83

13

4,439

4,452

53

8

1,481

1,489

84

13

4,274

4,287

54

7

1,574

1,581

85

13

4,150

4,163

55

7

1,853

1,860

86

13

4,068

4,081

56

8

1,981

1,980

87

13

4,113

4,126

57

6

2,024

2,030

88

13

4,1 1 2

4,125

58

9

2,064

2,073

89

13

4,031

4,044

59

9

2,075

2,084

1990

13

4,022

4,035

1960

10

2,061

2,071

91

13

3,966

3,979

61

10

1,927

1,937

92

13

3,966

3,979

62

10

2,093

2,103

93

13

3,973

3,986

63

10

2,172

2,182

94

13

3,896

3,909

64

10

2,328

2,338

95

13

3,569

3,582

65

10

2,383

2,393

96

13

3,531

3,544

66

10

2,332

2,342

``

97

13

3,488

3,501

67

9

2,172

2,182

`

98

14

2,157

2,1 7 1

68

10

2,386

2,396

99

14

2,126

2,140

69

10

2,526

2,536

2000

14

2,083

2,097

1970

10

2,763

2,773

01

14

2,078

2,092

71

10

3,025

3,035

02

14

2,093

2,107

72

10

3,126

3,136

03

14

2,1 1 7

2,131

73

10

3,269

3,279

04

13

2,177

2,190

74

10

3,388

3,398

05

13

2,204

2,217

75

10

3,424

3,434

06

13

2,210

2,223

76

10

3,417

3,427

07

13

2,174

2,187

77

10

3,521

3,531

08

13

2,230

2,243

78

13

3,624

3,637

09

13

2,205

2,218

79

13

3,811

3,824

2010. 2

13

2,230

2,243

주 : 1) 1998년 이후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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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인원(2010년 2월말 현재)

종합직렬직원

단위 : 명

구분

현재원

1급

93

2급

160

3급

360

4급

490

5급

402

6급(일반사무직원 포함)
소

계

428
1,933

전문직렬직원

35

계약직전문직원

31

별

26

정

직

원

서무직원(일반기능직원(서무) 포함)

106

청원경찰(일반기능직원(경비) 포함)

99

총

계

2,230

신입행원 입행 선서(20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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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용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하고 직렬별로 소요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은 공모전형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필기고시 실기고시 면접고시로 전형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창립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업무량 증가와 조직 확대 등에 따라 대규모 채용
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최소 필요인력 범위 내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직렬 5
급 조사역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면접전형을 강화하는 등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
근 신입직원 채용의 특징으로는 채용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
을 들 수 있다. 여성 비율은 2003년부터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9년 47%
에 이르는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외 경쟁력, 전문성 및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정
기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전문인력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계약직 전문직원의
담당분야도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IT운용, 외자운용, 금융리스크분석, 외환파생상품 분
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개방형 직책공모제를 실시하여 2010년 2월말 현재 금
융경제연구원장 전산관리실장 전자금융팀장 등의 직책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신입직원 면접시험(집단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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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홈페이지

직원평가시스템

(2) 승 진
한국은행은 승진인사에 있어 근무경력을 감안한 연공주의와 업적과 능력을 중시하
는 능력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하여 1973년부터 종합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으로 구성되며 직급별로 구성요소
의 비중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상위직급일수록 성과를 중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반
영비중이 높다. 현재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심사 이외에도 이동
연수 상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직원의 승진은 종합평정 순위가 승진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내에 포함되는 직원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능력주의 인사기준을 강화하여 과감한 발탁인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5급 직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근무수
행능력 등의 요소 외에 승진자격고시 합격,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점수 및 PC 자격 취
득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 동
직원의 이동은 적재적소 배치 원칙 아래 자질 향상, 업무 습득 및 전문화, 관리자 양
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동기준은 종합직렬과 전문
직렬 직원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종합직렬 직원은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
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렬 직원은 채용 당시 부서에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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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높지 않
은 부서간 빈번한 순환근무는 직원 전문화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1999년부터 직군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
군제 도입 이후 변화된 조직환경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 직군
부여시기, 직군 및 소속 부서 구분 등의 변경이 있었으며 현
재는 직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전 부서를 5개 직군
(조사통계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금융 경영관리)으로 구분
하고 4급 이상 직원 개인별로 해당 직군을 부여하여 직군내
이동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이버연수원

나. 연 수
한국은행은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높이
기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61년 인사부내에
직원 연수업무를 전담하는 연수과를 설치하였으며 1984년 인천연수원의 개원으로 독자
적인 합숙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수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2010년 신입직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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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사무환경과 조직구조의 대
폭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연수과정을 크게 개편하였다. 즉, 종전의 직계·직능별 연수 외
에 PC연수(현행 정보화연수)와 자기계발연수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1994년 하반기부
터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화연수를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는 연수와 인사관리
의 연계강화 차원에서 연수업무의 주관을 이원화하여 학술연수 등 장기연수와 해외연수
는 인사관리팀이, 직계·직능별연수 등 단기 국내연수는 연수원이 각각 분담하고 있다.
2002년에는 직원들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행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
한 사이버학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행 한국은행의 연수제도는 크게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중
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성향상과 실무능력 배양 및 관리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수제도는 연수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됨으로써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다.
(1) 국내연수
국내연수는 직계연수와 직무연수를 비롯하여 외국어연수 정보화연수 및 국내학술연
수 등으로 구분된다. 직계연수는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성향상 및 관리·조정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직급별연수와 조직개발연수로 구성된다. 직무연수는 직원의
업무분야별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연수원 주관 직무연
수, 각 부서 주관 직무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어연수는 고급
영어회화과정 행외위탁과정 사이버과정 등이 있으며 연수효과 측정 및 각종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등에 참고하고자 외국어 자격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정보화연수는 직
원들의 전산마인드 제고와 PC자격등급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연수와 사이버연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학술연수는 업무수행에 긴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국
내 대학원이나 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통상 1년~2년 6개월 파견하는 제도로서 정규과정
연구과정 및 야간대학원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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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해외업무연수와 해외학술연수로 구분된다. 해외업무연수는 실무지식 및
최신이론 습득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에 단기간 파견하여 실시하
는 연수이다. 해외학술연수는 한국은행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지식 습득, 어학능력 향
상 등을 위하여 외국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 직원을 통상 1년~2년 6개월 파견하는 제도
로서 정규 석·박사과정, 지역다변화과정, 영국 외무부 공동장학금과정, 전문연구과정,
간부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복지후생
한국은행은 직원의 복지후생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직원공동숙소 등 제반 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1988년 1월 행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였으며
1992년 7월「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 시행 이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동 기
금은 은행이 출연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직원의 중·고생자녀에 대한 학자
금 지원, 선택적복리후생비 지원(2005년 7월 시행), 의료비보조금 지원(2004년 8월 은
행예산에서 이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직원대출 및 주택대여
직원복지후생제도 확충의 일환으로 1987년 4월부터 주
택의 구입·신축·임차에 소요되는 주택자금 대출과 가계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근무지에 부양·동거
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과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혼직원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은행소유 사택이나 일정한도 이내에서 임
어린이집 개원(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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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 주택을 대여하고 있다.

(3) 자녀보육 지원
직원들의 자녀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
에 대하여 매월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3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
(4) 건강관리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966년 1월 비영리 의료기관 인가를 받아 본부에 내과
치과 조제실 임상병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직원에
대해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심신단련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매년 정례적인 체육·문화행사 뿐
만 아니라 등산 야구 테니스 농구 축구 마라톤 등 동호인 모임인 체육·교양활동부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본부 및 지역본부내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운
영하고 있다.
(6)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998년 6월 이전에는 업무로 인하여 직원에게 부상 질병 신체장애가 발생하거나 직
원이 사망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지급 등의
재해보상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7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은행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
단에서 업무상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재나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해 직
원이 거주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유실 침수 소실 파괴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재해
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제2절 - 경영

117

전직원 체육대회(2004. 4. 17) 및 등산대회(2007. 10. 13)

春 spring...
夏
summer...
秋 autumn...

winter...

冬
연수원의 四季

3. 정보화
가. 정보화 추진
한국은행의 정보화는 1967년 당시 기획부 업무개선과 내에 전자계산계를 설치함으
로써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전산업무의 시작은 1969년 전자계산계가 과로 승격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자체 전산처리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외부기관
을 이용해야 했으며 1977년 가서야 비로소 전산장비를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업무
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4년
‘경영정
보시스템 장기개발계획’
을 수립한 후 약 5년 주기로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근거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장기 정보화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온 한국은행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 추진
단계에 따라 자료의 단순처리만을 수행했던 시기, 사무자동화를 본격화하고 시스템의
온라인화를 추진했던 시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한편 인
터넷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비즈니스와 IT의 전략적 연계시
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대별 변천경위는 다음과 같다.

주전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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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자료처리시기(1967~77년)
이 기간은 완전용역처리시기(1967~71년)와 자체 개발 후 외부기계 사용 시기
(1972~77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업무전산화 효시는 1967년 한국전자계산소
(KCC)에 의뢰하여 개발한 외환통계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필두로 인사
관리, 급여계산, 주요 경제통계의 계절변동조정, 도매물가지수 및 국민소득추계, 산업연
관표 작성 등의 전산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4년‘제1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발계획’
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라 컴퓨
터를 도입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정비, 인력양성 등을 시작하였다. 1977
년 한국은행 최초로‘CYBER 71’
이라는 컴퓨터를 도입하여 외환통계 급여계산 인사관
리 등 9개 단위업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저축시장조사(저축부), 금융기관 업적
분석 및 여신정보 집중관리(은행감독원), 지급준비금 관리, 대출관리, 상업어음재할인
(자금부와 업무부), 국고환대사(국고부) 등을 새로이 전산화하였다. 이 밖에 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의 사금융(私갏融)실태조사 단기경기예측 설비투자조사 및 물가지수작성
등 비교적 단순한 통계업무는 물론 산업연관표 작성과 같은 대규모 업무, 고도의 전산능
력과 계량적 경제분석 소양이 요구되는 계절변동조정 등의 업무도 전산화하였다.
(2) 온라인처리 및 사무자동화시기(1978~89년)
1977년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해오던 기존의 시
스템을 CYBER 기종에 맞도록 보완함은 물론 무역지수, 재정통계, 국부통계, 국민투자
기금 및 징발보상증권 관리 등의 배치(batch)업무를 신규 개발하였다. 1979년 7월에는
국제금융부의 외화계리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온라인시스템 시대를 열
었다. 1981년 재정지출의 경제적 분류 등 각종 통계자료의 신규처리 수요증가, 업무부
국고부 등 창구부서의 전산화 대상 업무 확대, 시중은행의 전국 네트워크화 등으로 인하
여 한국은행 업무의 온라인화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전산기(IBM 4341)를 신규로
도입하고 1983년 4월까지 업무부 국고부 국제금융부의 창구업무와 인사관리 등 경영관
리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목표로‘제2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
발계획(1982~86년)’
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경영정보시스템을 창구업무온라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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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업무온라인, 배치처리, 정책 및 통계정보 등 4개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1985년 12월‘제3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한국은행의 모든 기
능을 75개 기본업무로 대별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100개 군으로 다시
분류한 후 기본업무 활동과 데이터군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영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행 경영정보시스템은 크게 ①경영계획·통제 ②통화
신용정책 ③조사통계 ④외환정책 ⑤업무 ⑥국제금융 ⑦은행감독정책 ⑧경영관리 등 8
개의 정보시스템과 49개의 서브시스템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러한 경영정보시스템 구
성 체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업무정보화 추진의 골격으로 활용되었다.
1987년 발권출납 통화신용정책 지역경제통계 도서관리시스템 등 4개 서브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고 뒤이어 1988년 검사정보, 은행경영관리, 여신사후관리, 국공채 및 통
화안정증권 시스템 등 4개 서브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내부정보시스
템을 구축하면서 1986년 금융전산망 공동이용사업도 병행 추진하였는데 한국은행과 금
융결제원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금융기관 간 각종 차액결제업무(CD공동이용, 지로, 어
음교환, 콜거래, 자기앞수표 교환, 타행환 등)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1989년 PC를 이용하여 동경 뉴욕 런던 서독 파리 등 5개 해외사무소 업무를 전산화
하였으며 당시 국내사무소 기능이 활성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국내사무소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3)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환시기(1990~99년)
1990년대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급속히 변하고 인터넷 활용이
IT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준 시기로서 한국은행은 1990년‘제4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
발계획’
을 수립하여 대내외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장기개발계획상의 49개 서브시스템을 15개
데이터베이스군(群)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B)를 이용
하여 재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시범시스템으로 구축한 후 인사관리 조사통계 은행감독정보시스템 등
한은금융망(BOK-Wire) 가동식
(199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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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이어 개발하였다. 또한 1994년 한은금융망(BOK-Wire)을 구축하여 중앙은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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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액결제 여건을 구축하였으며 1995년 임직원들의 정
보공유와 문서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게시판 기
능을 가진 한은광장(BOK-FORUM)과 전자우편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당시 정보기술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다운사이
징(Downsizing)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
까지의 주전산기 집중방식에서 탈피하여 중형컴퓨터 PC
등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PC의 성능확
대에 부응하여 Client/Server 형태의 시스템 개발을 시도
문서종합관리시스템 가동(1999. 1. 2)

하였다. 발권출납 외환통계 신협업무관리 견양화폐관리 등
의 업무가 중형전산기나 PC를 활용하여 개발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96년‘제5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발계획’
(1997~2001년)을 수립함으로써 21세
기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정보화 기반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정보
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1997년 12월‘한국은행정보시
스템’
이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한국은행의 정보를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공
개하고 한국은행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말 전자결재 전자우편
문서관리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인트라넷방식의‘문서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한
국은행의 문서 결재, 보관·관리 및 검색 업무 전반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1999년에는 1980년대 개발되어 한국은행의 기간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회계
온라인시스템을 DB2와 Delphi 등을 이용하여 Client/Server 방식으로 재구축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1일「외국환거래법」
이 시행되면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
터링업무를 집중 수행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다.
(4) 비즈니스와 IT의 전략적 연계 시기(2000년~)
이 기간중에는 IT를 업무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
어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1998년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
의 경영실태분석을 위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동
기관과 연계한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
관과의 금융정보 공유 확대를 위하여‘한국은행 정보제공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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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영분석시스템

경제통계시스템 가동(2004. 1. 29)

신 문서종합관리시스템 가동(2006. 1. 2)

2001년 6월‘제6차 정보화전략계획’
이 수립되어 동 계획에 의거 2003년 1월 한국은
행 재정경제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서버 직접 접속(Server-To-Server) 방식으로
연결하여 국고금 지급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국고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연계시스
템을 구축하여 원화·외화간 지급과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3
년 12월 한국은행의 업무와 IT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증
진시키는 한편 기술 표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사적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를 구축하였으며, 2004년 9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스
템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품질관리 전담조직(품질관리반)을 구성하였다. 품질관리조
직을 통하여 IT 프로세스관련 국제표준(ISO20000 등)을 도입하는 한편 변경영향평가
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통합변경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 동년 1월에는 Model204 DB를 적용하여 주전산기에서 운영되던 조
사통계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Unix 서버, Oracle DB)으로 재구축하였으며 또한
한국은행이 생산한 경제관련 통계정보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
게 되었다. 2006년에는 정부의 전자문서 표준규격을 반영하고 기록물관리 방식을 개선
하기 위해 문서종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였다. 동년 4월에는 기존의 주전산기에서 운영
되던 Model204 DB 기반의 인사·자산관리 등 경영관리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Unix 기반의 경영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였다.
2006년 8월 2006~1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제7차 정보화전략계획’
을 수립하고
2008년 3월 지식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동하였다. 2006년 9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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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방식의 경제교육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개발하였으며 2007년 10월 사이버화폐금융박물관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9년 5월에
는 한은금융망시스템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
하였다. 신한은금융망에는 실시간총액결제와 차액결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결제시
스템(Hybrid System)이 추가되었으며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서버 직접 접속을 통하
여 자금이체업무의 일관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6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의 현안문제 토의 및 정보공유 목적의‘금융IT
컨퍼런스’
를 개최한 이래 금융권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2010년도에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제8차 정보화전략
계획’
(2011∼1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 IT 컨퍼런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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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 기반구조 구축
한국은행에서 전산화를 시작할 무렵인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컴퓨
터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고 발전속도도 빠르지 못하였다. 대형컴퓨터를 이용한
배치방식의 전산처리가 보편적이었고 국내에서도 컴퓨터를 보유한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기관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은행도
1977년 자체컴퓨터를 보유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외부기
관에 의뢰하여 전산처리를 해 왔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산기기가 다양하지 못했
기 때문에 주로 IBM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전산업무를 수행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용컴퓨터(PC)와 마이크로컴퓨터가 도입되고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사무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기술의 변
혁을 가져온 1990년대에는 진보된 기술과 방법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정보화 기반구
조를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부기관과
의 정보시스템 연계가 확대되고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들이 크게 증가되었다. IT의 발달
에 따라 해킹, 내부 정보유출 등 역기능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암호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가상사설망 보안USB
인터넷접속통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보호시스템들이 도입되었다.
(1) 제1세대(도입기 : 1970년대)
한국은행에서의 전산기기 사용은 국내 일부기관이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한 1967
년의 천공기·검공기 도입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즉, 1967년 12월 업무기계화추진위
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1단계로 자료입력변환장치인 천공기 5대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검공기 3대를 IBM사로부터 임차 도입하여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을 자체적으
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 후 수년간 주전산기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
다가 1974년 수립된‘제1차 경영정보시스템 장기개발계획’
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전산
기 도입을 추진하여 1977년 11월 자체 중앙컴퓨터로 CDC(Control Data Corporation)
의「CYBER 71」
기종을 도입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작성되는 각종 통계의 처리수요가 증대되고 시중은행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국은행 업무의 온라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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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대두되어 1979년 4월 한국은행 전산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수립, 온라인업무용 컴
퓨터 도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12월 IBM사의 4331기종을 최종 도입기종으
로 선정하였으나 IBM사측이 한글모아쓰기 입력기능개발에 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되고 말았다.
(2) 제2세대(확산기 : 1980년대)
1981년 3월 온라인시스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온라인업무 수행에 대비한 전산기기
도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업무용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기종 선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동년 12월 IBM사의 4341기종을 선정하였다. 국고 및 업무 온라인시스템의 전
지점 확대실시 및 조사분석정보시스템의 활용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982년 9월 IBM
4341기종 1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주전산기기를 복수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전산처리 업무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1989년말에는 주기억 용량이 각각
16MB, 32MB인 IBM 4381기기 2대로 상향 운용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1986년 10
월부터 현재 정보시스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PC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무자동
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 각종 OA패키지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SSM32」
라는 마이크로컴퓨터를 도입하여 주전산
기와 함께 사용하였다.
한편 신규업무의 개발, 온라인업무의 확대실시 등으로 인해 단말장치 등 주변장치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83년 12월부터 총 194대의 국산기종 MDS기기를 도입
하고 1986년 12월부터 총 275대의 터미널 겸용 개인용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7년 경제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패키지를 도
입하였다.
(3) 제3세대(도약기 : 1990년대)
1990년 6월 각종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최종사용자에 의
한 전산처리(End User Computing)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국 CCA(Computer
Corporation of America)사의「MODEL204」
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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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현재의 전산정보국을 강남전산센터로 이전함과 동시에 주전산기를
기존 기기보다 4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대형기종(9121)으로 교체하였다. 1992년 11월
LAN방식에 의한 행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임직원들의 정보공유 및 문서송수신이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기존의 내부 LAN망, BOK-Wire, 온라인망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정보통신망을 단일화하고 여기에 음성 FAX까지 통합한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다.
1995년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MODEL204」
DB 이외에「ORACLE」
DB를 도입하여
중형시스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에는 회계온라인시스템에 활용
하기 위하여 IBM사가 공급하는 관계형DB인「DB2」
를 도입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
UNIX서버 WindowsNT서버 등을 도입하여 주전산기와 함께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처음으로 IBM기기 호환 주전산기인 HDS PILOT 기종을 도입하여 IBM사의
9672기종과 함께 사용하였다. 1998년부터는 문서종합관리시스템 및 각종 통계처리패
키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전직원에게 보급·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전산망 불법 침입, 자료 파괴 및 탈
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은금융망과 외환전산망 등 외부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에는
암호화 기능을 가진 보안장비를 도입하고 각종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시스템진단 프
로그램, 방화벽시스템 등을 설치하였다.
(4) 제4세대(성숙기 : 2000년대)
2001년 IT부문 CP(Contingency Plan)의 일환으로 대전충남본부 내에 재해복구시
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복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05년에는 한은금융망과 외환전산망의 통신방식을 저속의 X.25에서 고
속의 TCP/IP로 전환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2005년에는 행내 전화
망을 VoIP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국외사무소 통신환경을 인터넷 VPN 방식으로 변경
하였다. 2006~07년에는 광통신기술 기반의 MSPP망을 구축하였으며 회계망을 분리함
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회계용 단말기와 주전산기간 접속방식을 ESCON 채
널 게이트웨이를 경유하는 SNA 방식에서 주전산기에 직접접속하는 TCP/IP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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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는 주전산기에 OSA(Open System Adapter)채널을 이용
한 UNIX서버 등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제한적이었던 주전산시스템의 유
연성을 크게 증진하였다. 2007년에는 강남전산센터와 대전백업센터의 디스크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다중백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주전산 1호기 및 2호기의
처리용량을 각각 165MIPS, 105MIPS씩 증설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정보보호 강화
를 위해 전담조직(정보보호반)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DDoS(분산서비스 공격) 보안장비, 보안USB 등을 도입하였다.

4. 업무효율화
한국은행의 업무효율화는 1954년 사무개선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제안제도의 운영과
업무기계화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은행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기구가 확대됨
에 따라 1959년 사무개선위원회를 업무개선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제안제도를 확대하
였으며 1961년 인사부내에 업무개선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1967년 업무기계화추진위원회
를 설치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신설과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처리 등을 추진하였다.
1970년 이후 분산되어 있던 업무효율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개
선위원회와 업무기계화추진위원회를 업무합리화위원회로 통합(1971년)하고 사무개선
부를 신설(1973년)하여 업무효율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사무개선부를 해체(1982년)하고 전자계산부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산
화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업무기계화는 서무부, 업무개선제안제도 운영업무는 기획부
로 이관하였다. 1987년에는 기획부내에 경영개선과를 설치하여 업무기계화 및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행감독
원 분리 등으로 소관업무가 축소된 데다 경영관리부문 경량화 작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개선과를 폐지하고 동 과의 업무효율화 업무를 경영관리과로 이관하였다.
2003년에는 정보화 추진 등 중요 경영개선 사항을 업무합리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위원회 명칭도 경영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업무개선제안 업
무를 신설된 지식정보실 지식경영팀으로 이관하고 업무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은 경영발
전위원회를 축소·개편한 업무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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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효율화사업은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 지식관리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운영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업무개선 제안
한국은행은 1954년 사무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업무개선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단위 조직별로 제안을 모집하였으나 1959년 사무개선위원회를 업무개선위원
회로 개편하면서 1960년부터 개별직원에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1987년 단위 조직별
제안을 폐지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한국은행 직원으로 제한되던 제안자격을 금융기
관 직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업무개선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66년
부터 제안강조주간을 설정·시행하여 왔으며 1987년에 이를 규정화하였다.
2008년 업무개선제안 및 소집단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학습
CoP(Community of Practice, 협업공동체) 명의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채
택 제안뿐만 아니라 반송제안에 대하여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직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에 업
무개선제안 CoP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제안제도는 그동안 다수 직원의 참여로 업무개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1961년부터 2009년까지 총 제안건수는 5천 937
건에 달하였는데 이중 726건이 실제업무에 반영되었다.

나. 지식관리시스템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6년 8월
‘중장기 발전전략’
과‘경영혁신방안’
에서 기획국내에 지식 및 정보공유 풍토 조성과 지
식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행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지
식정보실내에 지식경영팀을 신설하였다.‘지식경영’도입은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체
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수행을
뒷받침하고 조직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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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 시스템

CoP(Community of Practice, 협업공동체)

2008년 3월 31일 지식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측면에서의 기반을 마련
하는 한편 각종 공식·비공식 지식의 공유 활성화 등 지식경영활동 및 제도적 기반을 단
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식경영활동, 지식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지
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3월「지식정보
관리규정」및「지식정보관리규정 시행절차」
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은 행내 모든 지식정보를 단일한 주제별 분류에 따라 분류·저장 및
활용하고 직원간 지식교류를 가능케 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식
정보의 통합관리 및 검색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정보의 등록·활용이 용이
하도록 구축되었다.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결재문서 등 각종 공식지식과 개인의
업무관련 전문지식, 업무노하우 등 비공식 지식정보자원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직
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소규모 모임, 즉 CoP를 만들어 자
유롭게 업무와 관련된 지식 등을 공유하고 공동학습 온라인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CoP 활동기능을 두었다. 그리고 행내 각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각 개별 시스템에 수록
된 지식정보들을 단일한 주제별 분류에 따라 지식정보의 종류·형태·내용 및 탑재된 정
보시스템에 상관없이 단일화면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을 갖추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활동에 대하여 매분기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특히 연말에는 우수참여자에 대한 총재포상을 실시하여 2008년 12월에
지식경영 포상(2009. 12월)

는 총 5명의 직원과 3개 부서가, 2009년 12월에는 총 7명의 직원이 총재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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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도서관시스템(http://dl.bok.or.kr)
20세기말부터 정보전달의 주요 수단이었던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대체되는 등 도
서관의 모습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급속한 인터넷 발달과 폭발적인 정보량 증가로 정
보공유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자료실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전자도서관은 각종 정보자료의 구입·분류·목록정리·대출 등 소장자료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한국은행 발간자료를 원문데이터베이스(DB)와 전자책으
로 제작하는 간행물관리시스템, 전자저널 전자책 학술DB 등의 인터넷정보원을 관리하
는 전자정보연결시스템(Linking-system), 그리고 홈페이지 내 각종 컨텐츠를 관리하
는 컨텐츠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자료실에서는 국내외 20여개의 전자도서관 탐방, 각종 세미나 참석, 개발업체
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등 종합적인 전자도서관 구축방안을 마련
하여 2003년 12월 18일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초기 전자도서관
은 행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한국
은행 창립이후 발간된 모든 자료를 원문DB로 구축함에 따라 2006년에는 외부 일반인
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2007년 간행물관리시
스템에 전자책 제작 기능과 저작권 관리기능을 추가하여 한국은행 자료를 책자형태 그
대로 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년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및 디비피아(DBpia) 등 국내 주요 검색포털사이트와 학술DB
를 통해서 한국은행 발간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업무협정을 체
결하였다.
현재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검색 대출 반납 예약 희망도서신청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한국은행이 구독하고 있는 100여종의 전자정보를 별도로 이용자계정(ID)과 비
밀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검색하여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1만 5천여건의 한국은행 발간자료를 전자문서파일(PDF)과 전자책 형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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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제공하는 한편 한은금요강좌, 총재기자간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한국은행
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동영상(VOD)도 제공하고 있다.
넷째, 2010년에는 전면적인 전자도서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전문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 자산관리
한국은행은 창립과 함께 조선은행이 소유하였던 대부분의 부동산을 인수하였다. 그
러나 본부건물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건물의 절반이 소실되어 휴전후 대부분의 건
물을 보수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후 업무량 확대에 따라 새로운 건물의 구입이나 기존건
물의 증·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본점종합건물 신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수도권인구 집중 억제 방침, 건축규모 부적합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다. 그 후 한국은행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신관(현 본관) 신축계획을 새로 수립
하여 1984년 정부의 허가를 거쳐 1985년 5월 건축에 착수, 1987년 11월 본관건물을 완
성하고 2005년 5월 이전까지 본관으로 불리었던 구관 및 1·2별관은 1989년 5월에
증·개축하였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한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회현동 부지를 본관
건너편에 있는 구 상업은행 건물인 소공별관과 교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구관은 르네상스식 형태의 석조건물로서 1907년 11월 일본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건
물로 착공되었으나 1909년 7월 26일「한국 중앙은행 조례에 관한 협정」
에 따라 발족한
구한국은행(1911. 8. 15 조선은행으로 개칭)이 공사를 승계하여 1912년 1월 20일 조선은
행 본점 건물로 완공되었다. 동 건물은 1945년 1월 15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내부 일부가
소실됨에 따라 1945년 4월 29일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중인 1950
년 9월 28일 피폭에 의한 화재로 금고를 제외한 내부가 전소하여 환도 후인 1956년 9월
26일부터 1958년 1월 18일까지 복구공사를 하였다. 당시의 공사는 건물 일부가 원형과
달리 증축되기도 하는 등 원형복원보다는 복구에 그쳤다.
한편 구관은 1981년 9월 25일 문화공보부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80호)로
지정받았으며 1987년 10월 23일 문화공보부로터 원형복원을 위한 현상 변경허가를 취
복원전 구관 모습(1956. 9월)

득하여 1987년 11월 11일부터 1989년 5월 31일까지 복원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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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 복구공사(1987. 11. 11~1988. 5. 31)

불완전한 복구와 가건물의 증축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변형되어 있던 건물이 1912년
신축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되었다. 그 후 동 건물은 대국민 화폐·금융·경제 홍보를 위
한 화폐금융박물관 조성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설계 실시 및 착공에 들어가 2001년
6월 화폐금융박물관으로 개관되었으며 2002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해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밖에 조선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건물로 제1별관 제4별관 제7별관 제8별관 등이
있었으나 6·25 전쟁중 거의 대부분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953년 부산에서 환도한 후
1958년까지 당시 저축은행(현 SC제일은행)의 본점 별관(현 SC제일은행 제일지점)을 임
차하여 사용하면서 사무실 건물 및 부속건물의 복구를 서둘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1954년 은행집회소로부터 제3별관을, 1957년 재단법인 한국육영회로부터 제2별관을
각각 매입하였으며, 1964년과 1968년 제5별관과 제6별관을 각각 신축하였고, 1969년
서울대학교 구 치과대학건물을 매입하여 제9별관으로, 1975년 서울은행으로부터 제10
별관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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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관건물은 제2별관 및 제5별관(현 1별관)을 제외한 나머지 별관들을 헐고
지어진 건물이다. 한국은행은 본관건물 신축을 위해 1974년 10월 약 11만 6천㎡ 규모의
본점종합건물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1975년 3월에는 본점건축본부를 설치하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1977년 3월 정부의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 발표로 동 계획은 전면
보류되었으며 1979년 12월 본점건축본부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신설된 관재부로 이관
하였다.
이러한 건물신축계획 보류에 따른 사무실 부족 해소방안으로 1980년 이후 대한화재
해상보험(주)의 신축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사무실 부족현상이 계속 심화되
어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1981년 2월 19일 본점건축본부를 재발
족하여 본부건물 신축계획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1983년 1월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규
모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됨에 따라 동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
후 구관과 1·2별관을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은행은 1984년 3월 대통령의 재
가를 얻어 약 4만 3천㎡ 규모의 본관 건축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관은 1985년
5월 착공하여 약 30개월의 공사를 거쳐
1987년 11월 완공되었다. 동 건물은 사
적(史蹟)으로 지정된 구관 건물과의 조화
를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격자형 창틀 문
양을 살리면서 현대적 기능을 가진 건물
로 설계되었으며 화강석 외장공법인
GPC(Granite Precast Concrete) 공법
을 도입·시공하였다.
한편 1964년에 신축한 1별관(과거 제
5별관) 및 1957년에 매입한 2별관은
1987년 11월 증·개축에 착공하여 1989
년 5월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공별관은 구 상업은행 본점 건물로
서 한국은행은 이 건물을 회현동 부지와
본관 준공(1987. 12. 1)

교환하여 2005년 3월 취득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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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화폐금융박물관 설치(2001년) 등에 따라 기존의 사무실 면적이 줄어든 데다
전산장애 발생시 근거리 리얼타임 백업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전산센터를 본부 구내로
이전할 필요성과 금융경제연구원 기능 확대 등으로 사무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
다. 회현동부지(6,321㎡)는 한국은행이 1950년 조선은행 구 총재공관을 인수하여 총재
공관으로 사용하다가 1969년 총재공관 철거 후 비품창고 등으로 이용하던 토지로 1979
년 도심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활용에 제약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동 부지를 활용하
기 위해 1994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매입 곤란 등으로 동 사업을
포기하고 1998년 이후 매각을 추진하였다. 2002년 6월에 다시 동 부지에 단독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분할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행정규제 등으
로 단독건물신축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12월 구 상업은행 건물 소
유주가 동 건물과 회현동부지의 교환을 제의함에 따라 동 건물의 규모, 본부와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3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밖에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산시설의 종합 관리, 보유화폐의 분산 보관, 본부에 과
다 집중된 창구업무의 분산 처리 등을 위하여 198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본
부(강남전산센터)를 착공하여 1991년 10월 완공하였다. 강남본부 건물 중 서쪽 별관 6개
층 전부와 본 건물 일부층은 준공 당시부터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임대하고 있다.
지역본부의 부동산은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건물로 부산본부 등 전
국의 8개 지역본부 건물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일부는 6·25 전쟁 중
소실되거나 파괴됨에 따라 휴전 이후 1953년 대전충남본부 개축을 시작으로 신설지역
본부를 포함한 16개 지역본부 건물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는 대전충남본부(1999. 9월) 광주전남본부(1999. 11월) 대구경북본부(2000. 10월)가 새
대전충남본부 신축이전(1999. 7. 28)

로운 부지 또는 기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제주본부(2012년 예정)와 부산본부도
새로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지점(1997. 12월) 순천지점(1997. 10
월) 진주지점(1996. 3월)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지방조직 정비방안에 의거, 2007년 3
월 폐쇄됨에 따라 진주지점 건물은 2007년 6월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건물도 매각을 추
진하고 있다.
행사 이외의 주요 시설물로는 1972년 신축 후 1983년과 1988년 각각 증·개축한

광주전남본부 신축이전(199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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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신축) 및 지역본부에 있다. 그리고 이동대상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역본
부 소재 지역에 현재 총 63채의 소유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장 공관도 15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부동산 이외의 주요 자산으로 본부·지역본부에 총 1천 348점의
직원공동숙소(후암생활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미술품은 대부분이 회화작품으로 1970년대 이전에는
비품, 1980년대 이후에는 집기로 관리하면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
다. 2000년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였다. 또한 2002년 6월부터 화폐금융박
물관내에 개설된 한은갤러리에서 상설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장 미술품을 일반국민에
게 공개하고 있다.

한은갤러리 개관(200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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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기타
1. 노동조합
가. 연혁 및 조직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988년 7월 1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한국은행
직원 10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익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를 제출, 7월 4일 설립신고증이 교부됨으로써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7월 제1기 노
조집행부가 출범하였으며 이후 제2∼7기 집행부를 거쳐 현재는 2009년 7월부터 출범
한 제8기 집행부가 활동중이다.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는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처장 1인,
선전여성국장 1인, 회계감사 2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중앙집행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부 각 국(실) 및 지역본부단위로 총 36개 지부가 있으며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각 지부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조합의 주요 기관으로는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조
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결의기관으로서 지부단위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대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대회가 있으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각 지부는 매
년 1회 정기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및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도 채택한다. 노동조합 가입인원은 노동조
합 설립후 1997년까지는 2천명을 넘었으나 1998년 은행감독원 분리 등으로 감소하여
2010년 2월말 현재 전 직원의 70.4%인 1천 570명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설립시 산업별 연합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
조합연맹에 가입하였으나 1997년 5월 동 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연합
단체인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전국민주금융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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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맹과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이 통합되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발족함에
따라 한국은행 노동조합도 현재 동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한국은행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제정 및 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
르고 있다. 단체협약 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1989년 6월 단체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단체
교섭이 노사간에 시작되었다. 총 27회에 걸친 단체교섭회의를 통하여 근로시간 및 복지
후생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노동
조합이 경영 및 인사권 참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11월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발생신고를 하였으며 동 위원회 주재로 5차에 걸쳐 개최된 알선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91년 4월 임신한 여성조합원에 대한 월 1일의 검진휴가제도 도입 등
이 포함되었으며, 제2차 개정은 노동부가 한국은행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규정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첨부하여 동 협약의 변경·취소를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해 별도 교섭 없이 1991년 10월 노사협의회에
서 이루어졌다.
제3차 개정은 1993년 단체협약의 목적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근로기준법」
이정
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였
다. 제4차 개정은 1995년 12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단체협약이 개폐되지 못한 경우
종전 협약이 유효하다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자동연장, 남성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
는 관계법령 개정 내용, 정년기준 변경 등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과 탁아소 설치
등 노동조합이 제안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제5차 개정시에는 1998년 4월 새로운 한국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은행 내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은행측은 외환위기
를 이유로 노사합의 사항중 일부 사항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
함에 따라 노사 양측간 의견 차이가 컸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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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교섭을 진행하여 1998년 11월「산업재해보상법」
에 따른 재해보상 실시, 퇴직금 근
속기간 산정시 근속기간 결정방법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등에 합의하였다.
제6차 개정은 2002년 12월 육아휴직 신청범위 확대, 배우자 해외근무지 이동에 따
른 휴직 신청사유 추가 및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시 입행전 군복무기간 월단위 가산 등을
포함하였다. 제7차 개정은 2006년 11월 육아휴직기간 연장, 불임관련 청원휴직 허용,
단체협약 제7차 개정(2006. 11. 13)

모성보호 조항 신설,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토요일 근로 대상) 보
상시 가산지급, 휴가제도 변경, 재해보상금 지급규모 확대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현행 단체협약은 전문과 총칙, 조합활동, 인사, 근로조건, 복리후생, 쟁의 및 평화의
무의 6개 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수준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년 임금
교섭을 통해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 노사협의회
1989년 12월 노사 양측은「노사협의회법」
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구체적
운영방법을 규정하는 노사협의회 규약 제정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시 은행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인 인사부문 관련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 구성을 노사협의회 규약에 명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노사간 교섭이 장
기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약이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노사 양측 실무자들은 노사
협의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
였다. 1990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은 인사부
문 관련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 구성을 노사협의회 규
약에는 규정하지 않되 동 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 결과를 4·4분기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1990년 9월 한국은행 노사협의
회 규약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정식으로 발
족되었다.
노사 양측은 노사협의회 출범 이후 동 회의를 통해 직원
노사협의회 개최(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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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복지증진과 은행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1997년 3월 제

정된「근로자 참여 및 복리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997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확대 및 의결사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노사협의회 규
약 개정에 합의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권고받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고충
처리사항의 노사협의사항 추가, 고충처리위원의 노사 각 3인 증원 및 여성근로자 1명
포함 등을 반영하여 제2차 노사협의회 규약을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노사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3년 임기의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 양측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또는 의결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도 운용하고 있다.

라. 기 타
1995년 노동조합은 은행의 인사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측에 경영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은행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매년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경영설
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은행은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
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공동 체육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간 공
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아울러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노사관계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등을 노사공
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회공헌활동
가.‘자원봉사의 날’행사
한국은행은 매월‘자원봉사의 날’
을 지정하여 자원봉사회를 중심으로 관내 불우아
동·독거노인 및 복지시설 후원, 무료급식소(밥퍼) 후원 및 노력봉사, 고아 어린이 나들
이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회는 2003년 9월 26일 태풍‘루사’
와‘매미’
에 의한 강릉지역 수해복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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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기름유출 복구 자원봉사
(2007. 12. 28)

원을 계기로 봉사활동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2003년 10월 30일 창립된 자발
적인 봉사모임으로 현재‘자원봉사의 날’행사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한국은행의 장학사업은 종전 벽지초등학교에 학습기자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
었으나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6천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3천만원을 불우
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다.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 지원
한국은행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03년 이후 중구 회현동일대 쪽방촌, 행내 자원
봉사모임과 지속적인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 등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자매결연
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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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금모금운동 참여
한국은행은 범사회적인 성금모금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매년 적십자회비, 크리스
마스씰 구입,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방송사 등을 통해 산불피해복구성
금, 수재민돕기성금, 태안기름유출피해복구성금 등을 기탁하였다.

마.‘1사 1촌 운동’자매결연 마을과의 교류활동
2005년 5월 13일 한국은행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2리 마을과‘1사 1촌 자매
결연’
을 체결하여 농번기 일손돕기, 명절과 연말의 농산물 직거래를 주선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지원용 쌀 구입 등 자매결연 마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활
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4일에는 다양한 1사 1촌 교류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로 부터 1사 1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기부금 현황 (2000~09년중)

연도

자원봉사의날
행사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단위 : 천원

사회복지시설 성금모금운동
자매결연
및 불우이웃
참여
마을과의 교류
돕기 지원

합계

2000

-

4,830

12,000

30,591

-

47,421

2001

-

4,281

20,460

17,790

-

42,531

2002

-

4,944

18,000

54,393

-

77,337

2003

-

5,653

14,400

57,000

-

77,053

2004

-

-

103,590

37,000

-

140,590

2005

2,000

60,000

140,500

69,293

4,225

276,018

2006

2,500

30,000

211,696

68,615

-

312,811

2007

3,000

30,000

197,933

57,099

968

289,000

2008

2,000

30,000

231,940

52,161

10,000

326,101

2009

1,500

30,000

240,925

63,575

1,000

337,000

합계

11,000

199,708

1,191,444

507,517

16,193

1,92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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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촌(숯골마을, 2008. 10. 12) ▶
▲ 나눔공동체 쌀 전달(2008. 6. 7)

한국은행의 사회공헌활동
Social welfare activities

▼ 무료급식소(밥퍼) 자원봉사(2005. 12. 27)
▲ 나눔의 둥지 자원봉사(2008. 6. 21)

▼ 강원도 인제군 수재복구 자원봉사(2006. 7. 28)

▼ 헌혈행사(2009. 6. 11)

3. 기타
한국은행은 직원간 상호협조와 이해를 통한 인화단결과 직원의 교양 및 정서 함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50년 창립 당시에는 조선은행 시절인 1947년 5월 창단된 농구부가 활약하고 있었
으며 1947년 8월 창간호를 낸 문예지‘행원(궋苑)’
도 발간되고 있었다. 1950년 10월에
는 직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국은행 행우회가 발족되었으며 1955
년 7월 직원자녀 육영사업을 위한 한국은행 육영회가 결성되었다. 1967년 6월에는 조선
은행 및 한국은행 출신 연고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한은동우회가 발족되고 1967
년 5월 행내보로서‘한은뉴우스’
가 발간되었다. 같은 해 7월 행우회 상설 운동부로 마라
톤부가 창단되고 1968년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합기도 유도 태권도의 세 부
문으로 구성된 무도부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그 후 1970년 9월 제1회 대
행원 창간호(1947. 8월)

통령배 쟁탈 전국사격대회 사회단체부에서 대통령배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1973년 6월
행우회 비상설 운동부로서 사격부가 창단되었다. 또한 1971년 3월에는 행내외 불우이웃
을 돕기 위한 무궁화회가 본점내 모든 여자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되어 한국은행의
행외활동은 폭을 넓혀갔다.
한편 행원(궋苑)은 1970년부터‘한은’
으로 제명이 바뀌어 발간되었으나 1975년말
제52집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1975년 3월에는 그동안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각종 대
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 주었던 마라톤부가 선수를 충원하지 못해 해체되었으
며 1976년 1월에는 정부의 은행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한은뉴우스가 폐간되었다. 또한
체력단련 동호인들의 모임인 무도부 역시 행우회 예산감축 등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한은뉴우스 창간호(1967. 5월)

그러다가 1976년 3월 행우회 지원으로 수영부가 상설 운동부로 창단되고 같은 해 4
월에는 공제회로 운영되어 오던 신용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설립되었
으며 폐간되었던 한은뉴우스도 1978년 10월‘한은소식’
으로 바뀌어 복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들의 취미생활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이 형성됨으로써 직원들간 친목도모는 물론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
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동호회로는 교양활동 모임으로 서화부 수석부
기우회 낚시부 옛소리회 디지털카메라부 및 클래식기타부 등이 있으며, 체육활동 모임
으로 산악부 야구부 테니스부 농구부 축구부 스쿠버다이빙부 및 마라톤동호회 등 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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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체육교양활동부가 활동하고 있다.

가. 한은동우회
한은동우회는 1967년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 17주년을 기하여 조선은행 및 한국은
행 출신 연고자 44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발
족되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5일 구용서(具鎔書) 초대 총재 외 10명이 국제호텔(현
KAL빌딩 신관자리)에서 준비위원회를 갖고 회원범위 명칭 임원 정기모임 등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한은동우회의 회원은 조선은행 및 한국은행 출신의 임원 부서장과 한국은행 출신 정
부의 별정직 및 금융기관의 임원(역임자 포함)으로 하며 한국은행 현직 임원과 고급직원
을 준회원으로 하였다. 회장에는 초대 총재 구용서(具鎔書), 부회장에 박숙희(朴璹熙),
고문에는 당연직으로 당시 총재 김세련(갏世鍊)을 추대하였으며 동 회의 서무는 문서부
장에게 위촉키로 하였다. 정기모임은 연 2회 이상 갖기로 하였으며 회비는 실비징수와
기증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은동우회 정기총회(197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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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는 1969년 5월 한은동우회 규약을 제정하여 체제 정비와 함께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74년 6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동우회 기금확충에
노력하였다. 1988년 6월에는 회원의 범위를 조선은행 및 한국은행 근속연수 10년 이상
의 대리(현 과장)까지 확대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까지 가
입자격을 부여하였다.
동우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창립시부터 줄곧 문서부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1984년 6
월부터 동우회 이사 중에 총무이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발족 당시
79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한은동우회는 40여년이 지난 2009년말 현재 정회원만 965명
에 달하고 있다. 동우회 본부 사무실은 현재 강남본부 9층에 두고 있다.
동우회 주요 행사로는 매년 1회(6월) 정기총회 외에 야유회 바둑대회 골프대회 신년
하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동우회소식지를 격월로 발행
하고 있다.

나. 한국은행 행우회
행우회는 1950년 10월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경조사시 상호부조 등을 위하여 임직원
을 회원으로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명예회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행우회는 직
원에 대한 장의 지원, 경조금 지급 등과 같은 상호부조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나 직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이 점차 은행의 복지후생제도로 편입되면서 사업범위를 여러부문으로
확대하였다. 1988년 12월 본점내 전부서장으로 구성된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 특별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운영목적을 수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97년 5월 신용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소비조합 업무를 인수받아 행우회 구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3년 12월
한국은행 육영회가 해산되면서 직원자녀에 대한 육영사업을 넘겨받아 성적이 우수한 직
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융자사업을 추가하였으나 학자금 융자사업은
2006년 1월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행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지급해 오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을 직원들의 급여로부터 갹출한 재원으로 지급키로 함에 따라 행우회 사업에 장학사업
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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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궁화회
한국은행 무궁화회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임으로
1971년 3월 본점내 모든 여자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되
었다. 1988년 노동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무궁화회가 봉사
활동 이외에 여직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궁화회는 1971년 설립 당시 매월 커피 한잔 값(3백원)
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39년이
흐른 현재는 매월 2천원(2001. 1월 이후)의 회비를 모아 운
영하고 있다. 그간 무궁화회는 춘천 소양강가에 위치한 상

무궁화회 활동(2005. 7. 6)

천초등학교의 물로분교, 불우청소년을 위한 배움터인 경동야학(성동구 화양동 소재)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습교재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난지도 소재 애기의 집 등을 방문
하여 생활보조와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현재는 노숙자(쪽방생활
자)와 독거노인 2명, 소년소녀가장 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쉼터요양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브니엘의 집(장애인 시설) 등을 매월 번갈아 방문하여 성금과 함
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라. 한국은행 신용협동조합
한국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저축심 함양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임직원 및 행우회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1976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동년 6월 재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어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행우공제회의 자산을 인수받아 조합원수 31명과 출자금 6천 200원으
로 발족하였으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창립연도말에는 조합원수가 3천
65명, 출자금이 2억 1천 1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총자산규모도 3억원에 달하였다.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총자산규모가 1987년말에는 100억원, 1994년말에는 650억원
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9월 은행감독원이 분리되고 2차에
걸친 명예퇴직 등으로 조합원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9년말 총자산규모가 32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439억원에 이르고 있다.

148

한국은행 60년사 | 제3장 한국은행의 조직과 경영

신용협동조합의 업무 처리는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왔으나 1992년 12월 1차 전
산화 작업이 완료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산화가 추진되어 오다가 1997년 3월 신협
중앙회에서 개발·보급한 신협표준프로그램으로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창구 및
회계처리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신협 조직 축소에 따라 1981년부터 조합이
설치 운영하여 오던 구판장을 1997년 5월 후생과(현재의 급여후생팀)로 이관하고 종래
조합에서 취급하던 요구불예탁금 및 자립예탁금 대월업무는 신설된 제일은행 출장소에
이관하였다. 1998년 1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주식 보유가 금지됨
에 따라 1976년 10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서원기업 주식을 2003년 3월 한국은행 행우회
및 동우회에 매각하였다.
2000년 11월부터 신용협동조합 파견 근무직원이 총무국 급여후생팀 소속으로 편입
되어 급여후생 업무를 겸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단축(09:30∼16:30 → 09:30∼
13:30) 하였다.

마. 학술연구회
한국은행에는 직원들이 학술연구를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한 다수의 학술연구 모임
이 있다. 2009년말 현재 중앙은행연구회 외화자산운용연구회 경제통계분석연구회 금
융시장연구회 지급결제제도연구회 경영정보연구회 외환·국제금융연구회 화폐제도연
구회 경제교육연구회 리스크관리연구회 등이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중앙은행연구회
중앙은행연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제도 및 정책을 연구함으로
써 회원들의 중앙은행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중앙은행법연구회로서 중앙은행의 법제적 측면에 대하여 주로 연구
하였는데, 1996년 4월 중앙은행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은행 관련 법제 외에 중
앙은행의 정책운용과 기능 등에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설립 이후 80여회에 걸쳐
연구발표회,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 및 합숙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원들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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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록한 책자를 4회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말 현재 회원
수는 110여명에 이르고 있다.
(2) 외화자산운용연구회
외화자산운용연구회는 1993년 국제금융부 시절「선진국제금융기법연구회」
로 출범
한 연구모임으로 외화자산운용 관련 기법 및 이론 연구 등을 통하여 회원의 선진금융거
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외화자산 운용인력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연구회 역시 회원간 스터디그룹 결성, 연구발표 및 외부강사의 초청강연 등을 개
최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회원수는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MBS
연구반, 금융모델링 연구반 등의 스터디그룹이 개설되어 최신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에
대해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3) 경제통계분석연구회
경제통계분석연구회는 1996년 11월 경제통계에 관한 국제기준, 작성 방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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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경제통계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통계국 직원
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연구모임이다. 동 연구회는 학계 등과 토론회 및 연구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통계에서의 연쇄가중법 적용 확대방안, 다수의 무
상관변수 존재하에서 회귀나무의 예측력 제고 등 최신 통계기법에 관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금융시장연구회
금융시장 연구회는 1998년 12월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장
분석 및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연구모임이다. 설립초기에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외은지점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금융시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가 최근에는 회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연구회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 외에도 계량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시계열 분석기법, Visual
Basic을 활용한 금융공학기법 등 다양한 분석기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금융시
장 분석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Bloomberg, KISValue 등 다양한 전자정보서비스의 실무 활용기법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5) 지급결제제도연구회
지급결제제도연구회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토론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의 지급
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연구모임이다.
그동안 동 연구회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최신 국제동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자료를 발간하는 등 적
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6) 경영정보연구회
경영정보연구회는 2002년 4월 정보기술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IT 거버넌스, 정보화전략,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 개발방법론 등 IT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회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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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말 현재 80여명이며, 외부전문가 초빙 세미나, 국내외 사례 연구, 자체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 2회 이상 최신 IT 이슈를 선정하여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진 IT 기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외환·국제금융연구회
외환·국제금융연구회는 2002년 8월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이론연구 및 실무능력
배양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과 함께 조사연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
년말 현재 회원 수는 125명이다. 동 연구회는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연구
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학술지식 습득을 돕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파생상품 및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 관련 정책이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는 등 연구회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8) 화폐제도연구회
화폐제도연구회는 2003년 5월 발권정책 및 화폐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폐
및 발권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발권정책 및 화폐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동 연구회는 화폐제도 개선방안, 화폐 위조방지 방안,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 등 화폐관
련 내용과 화폐수급, 보관 등 발권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 및 연구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스터디그룹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 경제교육연구회
경제교육연구회는 2006년 1월 대국민 경제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지식을 공유
하고 경제교육 강의와 관련된 토론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연구회는 경제교육 관련 정보와 지식 공유는 물론 연구·발표·강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교육 컨텐
츠 및 강의기법에 관한 스터디그룹을 개설하여 최신 강의기법 및 컨텐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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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스크관리연구회
리스크관리연구회는 중앙은행의 업무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의 리스크관리동향 및 선진기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은행 리스
크관리체제 개선방향 등과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설립되었
다.
동 연구회는 외부인사 초청강연, 연구발표 등을 통하여 회원 개개인의 리스크 관련
지식 습득 및 한국은행 업무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전행적
인 리스크관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은소식 2010년 4월호

바. 행내 소식지
한국은행 최초의 행내 소식지는 1967년 5월 15일부터 반(半)월간으로 발행된‘한은
뉴우스’
로서 정부의 물자절약 및 경비절감시책의 일환으로 1976년 1월 제208호를 끝으
로 폐간될 때까지 한국은행의 주요업무상황 행우동정 지점동향 등 제반 행내소식의 전
달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은뉴우스가 폐간된 이후 직원들간에 행내 소식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78년 10
월 행우회의 지원으로‘한은소식’창간호가 발행되었다. 그 후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
원회의 발간승인을 얻고 1980년 7월 제22호부터 발행인을 한국은행 행우회장에서 한국
은행 총재로 변경함으로써 한은소식은 비로소 한국은행 공식 행내 소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은소식은 각종 행사 행우동정 문예창작물 및 교양문화칼럼 등을 게재하여 직원 상
호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교양증진을 목표로 발간되고 있다. 창간 이후 월간으로 발
행되어 현재 통권 제380호(2010년 5월)까지 발행되었으며 특히 1989년 1월부터는 신문
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바뀌는 등 발행규격 개선과 더불어 내용도 크게 확충되었다.

사. 운동부
한국은행 농구부는 조선은행 당시인 1947년 5월 창단, 194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을 시작하여 한국농구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잠시 공백기가 있었으나 사회
안정과 함께 농구부 정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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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수들을 배출하고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사격부는 사격동호인들이 참가한 1970년 9월의 제
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사격대회 사회단체부에서 우승한 것
을 계기로 1973년 6월 행우회 지원에 의한 비상설 운동부
로서 일반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창단되었다. 1977년 7월에
는 코치 영입 및 우수선수 보강 등을 통하여 상설 운동부로
출범한 후 전국실업단 사격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승
하기도 하였다.

여자농구부 경무대 방문(1949. 5. 25)

수영부는 1976년 3월 한국 최초의 여자실업팀으로 창단되었으며 창단 첫해에 전국
수영경기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인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에 전념
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에는 사격부와 수영부를, 1996년 3월에는 농구부를 단계적으
로 해체하였다.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은행의 명성을 높이고 한국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온 상설 운동부의 해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
히 농구부의 경우 해체를 막기 위해 인수희망기업을 물색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되어 아쉬움이 컸다.

농구대잔치 한국은행 대 산업은행 경기
(199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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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행가
한국은행의 현 행가는 2005년 12월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동안 행가는 1947년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었던 설의식(薛義植)이
작사하고 유명 작곡가 이흥렬(굃興烈)이 작곡하였던 조선은행 행가 중에서‘조선은행’
을‘한국은행’
으로 고쳐 사용하여 왔으며,
조선은행 시절에 만들어져 광복 직후의 시대상을 주로 반영하였다. 이에 한국은행 창립 55주년에 즈음하여 세계속의 선진 중앙은
행으로 변모한 한국은행의 이념과 장기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새 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행가의 제정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행가 가사는 한국은행 직원 및 가족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전문가 등의 특별자문
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작곡은 김정택(갏正澤)이 하였다. 새 행가는 짧은 가사와 부르기 쉬운 곡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한은가
족의 소명의식을 잘 응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애정어린 관심속에서 제정된 새 행가는 한국은행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표현물로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정신, 행
풍 등을 내포하고 있어 직원들이 이를 부를 때마다 애행심과 더불어 자부심 및 긍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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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행표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당시 1946년부터 사용해 오던 조선은행의 행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당시 행표의 바깥 테두리 원은
우주, 안쪽 원은 지구, 무궁화 바탕은 조선, 14개의 꽃맥은 해방 당시의 행정단위인 14개 도, 중앙의 태극은 국립, 둥근 원안의 네
모 모양은 엽전으로 발권은행을 각각 상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행표는 한국은행 설립 이후의 변화된 시대상과 1998년 이후 두 차례의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 한국은행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새 행표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여 창립 60주년이 되는 2010년 시무식에서 새 행표를 선포하였다.
새 행표의 제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되어 온 한국은행의 모습과 선진 중앙은행으로 도약하는 미래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 행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이미지인 신뢰성 전
문성 독립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원과 결 무늬로 이루어진 하늘색 태극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위상을 표현하
고 세 개의 면을 수렴하여 하나의 원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 기업 국민이 안정된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우
리 경제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새 행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행내외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임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및 행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CI(Corporate Identity) 제정 실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하였다.
그 밖에 외부 전문가 자문, 홍보위원회 심의, 국실장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든 행표를 비롯하여 로고타입 전용색상 등 다양한 시각표준화 항목을 개발하여 새 CI체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CI체계 도입을 계기로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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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2009)

(2010~현재)

한국은행 총재직인
한국은행권 도안에 사용되는 현재의 한국은행 총재직인은 2006년 1월 2일부터 사용되었다. 20세기초 국내에서 사용된 일본 제
일은행권은 행장 직인인‘頭取之印’
과 발권국장 직인인‘支配人印’
이 나란히 날인되었다가, 1910년 발행된 구한국은행권부터‘總
裁之印’
으로 바뀌어 날인되었다. 총재직인은 해방과 한국은행 창립을 거치면서도 큰 변화가 없다가 1962년 4월 정부의「관인규정」
제정을 계기로 한글 전서체 가로쓰기 형태로 '총재의인'이라고 쓴 직인을 다시 제작하여 196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5년 2월 한국전각학회가 한국은행권 도안의 일부인 총재직인의 형태가 일본풍이며 글씨체도 한글과 맞지 않으므
로 직인을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직인을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권에 인쇄되는 직인의 변경은 새 화폐 발행으로 간주되어 정부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새 한국은행권 발행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새로운 직인의 형태는 조선시대 국새(國璽) 등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인장양식인 사각형으로 정하고, 문구는‘총재의인’
에서
‘한국은행총재’
로 바꾸었다. 직인의 디자인은 전각 관련단체가 추천한 작가들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아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였는데, 월인천강지곡 서체에 근거하여 창작된 당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윤양희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직인은 2006년 1월 새로 발행된 5,000원권에 처음 사용되었다.

<제일은행권>
(1902~09)

<구한국은행권>
(1910~14)

<조선은행권>
(1914~49)

<한국은행권>
(1950~62)

<한국은행권>
(1962~2006)

<한국은행권>
(200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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