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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성과 복수화폐 

 

   경제학에서 화폐는 하나의 통화량으로 집계될 수 있고, 화폐 상호간에는 완전한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되어 왔다. 현대의 화폐생활에서 이러한 

인식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최근에 모든 화폐거래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화폐는 그야말로 계정상의 이전으로 표현되는 

거래의 관념상의 계산의 단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역사에서의 화폐는 다양한 가촉성(tangible)의 복수화폐가 유통되었고, 

그러한 화폐들의 상호관계를 완전히 대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분별없이 

단지 하나의 통화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오히려 화폐간에는 

대체성과 보완성(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ity)이 공존하였고, 화폐들은 

한편에는 서로 대체적으로 경쟁하였고, 대체성의 특수한 예인 Gresham’ s law가 

작동하였지만, 다른 한편에는 복수화폐가 상이한 시장과 상이한 화폐수요에 따라 

함께 유통하였다. 

경제학에서 화폐수량설 이래 암묵적으로 여러 화폐간의 완전대체성을 흔히 

전제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Sargent and Velde (2002)는 복수화폐 간에 

완전대체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유럽 전근대사에 존재하였던 소액화의 

부족문제를 분석하면서 해명한 바 있다. 그들은 소액전의 공급에 관한 “ standard 

formula” 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유럽이 결핍과 감가를 피하면서 

소액화를 공급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실패한 현상을 ‘ the big problem of 

small change’ 라고 명명하였다. 

    Sargent & Velde(2002, p25)는 화폐의 대체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완전한 대체성은 다음의 가정 위에 성립한다. (1) 상이한 액면의 화폐들이, 다른 

것 대신에 어느 하나를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도록, 동일한 수익률을 준다. 

(2) 환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복수화폐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대체성이 존재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보완성은 항상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보완성을 가진 복수화폐의 동시 공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하여 구조화되었는가에 관해, 일찍이 Hicks (1969)가 국내화폐와 

무역화폐의 상이한 역할을 설명한 바가 있다. 확실히 이것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복수화폐의 공존 현상이었던 것 같다. 나아가서  Kuroda (1994, 2008)는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전근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은과 동전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공존하는 소위 ‘ 복잡화폐’ 의 존재를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설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복수 화폐의 유통과 화폐의 보완성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전근대사회에도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미, 포 

등의 현물화폐들과 은, 동화 등의 금속화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재정이나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역화폐와 국내화폐의 공존이라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한국 특유의 지리적 화폐유통권의 분할이 

나타난 개항기의 화폐시장의 여러 문제를 그 동안에 제기된 여러 논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화폐의 유통은 종족적 그룹, 해외 및 국내무역, 다액거래와 소액거래 

그리고 때로는 지역별로 분화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개항기에는 한국인과 외국상인은 서로 상이한 화폐를 사용하고, 무역화폐와 

국내화폐가 다르고, 정부의 관세납부용 화폐가 별도로 규정되는 등의 분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다른 것은 경제활동에서 계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익 계산에서 환율의 변동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외상들은 무역화폐와 한국인의 화폐인 동전의 연계(interface)를 위해 

현물간의 환율을 통한 교환 이외에, 신용화폐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전은 

무겁고, 계산이 불편한 등의 이유로 신용화폐의 필요성이 상존하였다. 사실 근대의 

화폐제도의 발전과정은 본위화제도의 발전과정이면서 이러한 신용제도의 

정비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항기 화폐제도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신용화폐의 

발전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본고는 주로 현물화폐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다층위의 화폐시장 

 

1) 다층위의 화폐시장 

 

      유럽과 달리 조선 정부는 다만 소액의 동전만 주조하였고, 은은 때때로 

칭량으로 사용하였다. 동전은 貫.兩.錢.文의 단위로 불리웠고, 동전은 가격의 

단위이고, 대체로 질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계수화폐로(money by tale) 사용되었다. 

    동전은 열등금속이지만 상품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조점과 

용해점의 사이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 동전은 소액화폐이지만 가격의 단위로서 

역할하였고, 동전은 그 내재적 가치가 액면가치와 대체로 동등하다는 점에서 건전 

화폐였다. 정부는 오직 소액면의 동전만 발행하였으므로, 역설적으로 한국은 

유럽에서와 같은 귀금속 화폐의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소액화폐의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860년대부터 한국은 양요에 시달렸고, 1876년에 개항을 하게 되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자, 정부는 주조이익을 얻기 위해 저질의 고액면 보조화폐를 

주조하였고, 무역의 확대에 따라 외국화폐들이 침투하였다. 당시에 아시아의 

무역화폐는 은이었으므로, 멕시코 달러·중국 마제은·일본 은화 등과 함께 함경도 

국경 지역에는 러시아 루불 은화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에 유통되는 은화는 거의 일본 은화였다. 

   개항기 한국의 화폐제도의 시기별 변화는 다음의 Fig.1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삼각형은 1876년 이후 은이 침투하면서 화폐시장이 

다층위(multi-layered)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기초통화(base money)의 

유통권이 엽전과 백동화 구역으로 분할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905년 이후의 세 

번째는 이들 유통권이 조선은행권이라는 식민지 통화제도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을 보여준다. 

   개항기에 은화가 유입되면서, 그것들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화폐시장이 

다층위화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은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한상들도 일부 은화를 사용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고문에 대한 급여나 

근대화를 위한 재화 수입을 위해 관세를 은화로 징수하고, 때로는 지방관에 의한 



조세수입을 은화로 상납받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에 의해 

보유된 은화는 적었다. 은화는 주로 외국인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화폐유통의 

상층위를 형성하면서 무역화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층위의 화폐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은 개항기 무역에 따른 상품 및 화폐유통의 

흐름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인은 내지의 생산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개항장의 객주ㆍ여각까지도 

한화를 가치의 척도 및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반면, 외상들은 

기본적으로 외화를 가치의 척도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사이의 

거래에는 은화가 주로 유통되었으며, 한화는 그것을 시가로 환산하여 수수하였다. 

사실 개항기에 폐제문란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꾸준히 

한화를 신용하고 그 수수를 즐겨하고 지지한 것은 대단히 완강하였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거래인데, 이 사이에도 

지배적으로는 한화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수출품의 경우에, 외상은 

한국인에 대해 한화를 지불하였으며, 수입품의 경우 외상은 그 대가가 외화로 

지불되기를 선호하였지만, 한화거래가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인은 한화를 가격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반면 외국인은 외화를 가격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은 한화의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때그때의 환시세에 맞추어서, 수입품의 판매가격을 조정하였다. 다만 특히 대규모 

거래에는 외화나 신용화폐인 ‘ 한화어음’ 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한다. 

   셋째로 외상 상호간에는 외화사용을 선호하였으나 언제나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청국인 상호간에는 외화도 유통되었지만 한화도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수출상과 수입상은 韓貨受託所 또는 화폐거래상을 통하여 외환시장에서 

한화와 외화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여기에서 한화비가(전근대적 환율로서의 

교환비율)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화비가는 수출입무역의 변동에 따른 

한화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개항장의 일상에 대한 주된 

한화의 공급자는 청상이었다. 

   다섯째로 그림2)에서도 보듯이 지방거주 외상이 늘어나고 내지행상이 

증가할수록 개항장의 한인 객주ㆍ여각의 상권은 위축되고 또한 한전수요가 

감소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지방 한상과 수입상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개항장 

객주ㆍ여각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수입품판매를 행하는 

내지행상인들은 주로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보다는 물물교환을 원했으며, 또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즉각 다시 수출품 구입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만 

청국 행상인들은 사금과의 교환을 원하고, 일본 행상인들은 미곡의 구매에 보다 

힘쓰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로 한국에 유통되는 외화는 개항기 전체를 통해서 일본에서 円貨가 

유입되고 그것이 청국으로 수출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한국에서 일본화폐의 

공급자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弟一銀行 등이었다. 

   일곱째로 상기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어느 경우에나 약간씩은 한화 대신 

은화가 유통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다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화가 넘쳐나 잠시 개항장의 거래에서는 한화 대신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그것도 극히 제한된 2-3년의 기간에 불과하였고, 거의 언제나 

한국인과의 거래에는 한화가 사용되었다.  

   여덟째로 당시에 사용된 은화는 주로 일본의 円銀이었으나, 그것도 지폐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인들은 환율변동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자본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용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되어 갔다.  

   복수의 화폐는 다양한 개인이나 회사, 기관 등에 의한 복수의 가치장표를 

동반한다. 외상들은 때로는 동전사용에 따른 수송비 등의 불편을 감소하고, 

변동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신용으로 화폐를 보충함으로써 교역을 위한 자본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외상들은 금융기구를 만들고 신용화페를 공급하는 많은 경험을 

본국에서 익히 보고 체험하였다. 청국 상인들은 qianzhuang(錢莊)이라 부르는 

그들의 전통은행을 세우고자 하였고, 한국 화폐 兩 표시의 지폐를 발행하였는데 

同順泰號가 발행한 同順泰票는 널리 유통되었다. 일본 상인들도 廣通錢行이나 

濟興社, 京城商人同志組合貨幣交換所 등을 설립하여 兩 표시 지폐를 발행하였다. 

이와 달리 일본의 제일은행은 円표시 은행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가치장표는 금속화폐 제도에서, 과연 그 지폐에 적혀 있는 대로 상환될 수 

있는가의 신용문제를 내포한다. 상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때로는 단체 혹은 

사회 혹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신용을 확대하고자 경쟁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신용화폐를 배척하였으므로, 그 유통량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복수화폐의 유통에서 동전의 兩표시 거래를 하는가, 銀貨 원(元, 圓, 圜)표시 

거래를 하는가는 언제나 중요하다. 어느 경우에나 한국인은 이윤계산의 기초를 



동전에 두었지만, 많은 외국인은 은화에 둔 점에서 달랐다. 다만 상대적으로 청국 

상인은 보다 토착화되어 동화 사용에 보다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한화는 변함없는 ‘ 일반적 교환의 매개수단’ 이고 

‘ 가치의 척도’ 이었던데 비해, 외상에게는 한화가 한국의 생산물 및 노동을 

구입할 때의 필수적인 매개물로서의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화는 외상에 

있어서는 먼저 그것이 포함하는 일정량의 지금가치로서 생각되었다. 그러나 한화는 

한국의 생산물과 노동을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매개물임에는 변함이 

없었던 만큼 외화에 대한 한화의 비가는 수출입액의 변화에 의한 단기적인 

수요ㆍ공급에 따라 변화하였다. 

 

   2)은화의 일방향적 흐름(uni-directional flow) 

 

   개항기의 외국화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은화는 동아시아 무역과 외화유통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아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 이래로 

유럽의 귀금속은 향료와 실크, 차, 도자기 등의 대가로 중국·인도 등의 아시아로 

향하였고 특히 중국은 은의 가장 큰 최종적인 종착지였다. 신대륙 발견 이후에도 

이것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은 

생산국이었으며,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본 은의 많은 양이 또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개항기의 한국에서의 은의 유통과 그 흐름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조선조 

시대부터 한국에 들어온 銀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의 귀금속의 중국으로의 유입이라는 구조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귀금속의 흐름과 관련하여, 개항기의 은화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 무역불균형 이론(trade-imbalance theory)” 에서 보듯이 국제수지의 결과로 

이동하였는가, 아니면 “ 정화흐름 이론(specie-flow theory)” 에서 보듯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상대가격이 저렴한 쪽에서 비싼 쪽으로 이동하였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Chaudhuri, 1978) 

    이 두 이론은 논리적으로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은이 국제결제 

수단인 한, 무역수지의 결과가 은의 이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른 

한편 예를 들어 금과 은의 상대가격에서 은이 한국에서 국제시세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면 무역을 통해 상품으로서의 은이 유입되고, 금이 유출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무역이론에 입각한 “ 정화흐름 이론(specie-flow theory)” 도 항상 

바른 것이다.  

    그러나 은화의 유출입에 관한 두 설명 중, 어느 것이 보다 합당한가는 무역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일본인들이 

본국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진출하였는가, 아니면 은과의 교환으로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진출하였는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이 두 동기는 병존하였다. 그러나 미곡의 수출액이 금의 

수출액보다 훨씬 컸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우피, 대두와 쌀이었고, 수입품은 

면직물, 동, 석유 그리고 잡화였다. 그러나 쌀과 면직물이 수출품과 수입품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흔히 개항기 무역패턴은 ‘ 미면교환체제’ 라 불리어 왔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수입품을 판매하여 금이나 은화를 구입하는데 열중하였고, 

이 점은 중국 무역의 전통적인 특징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개항기에 일본인이 수출입 무역 모두에 종사한 반면, 특히 중국인은 수입무역에 

종사하는 편무역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반면에 일상들은 수익성이 있는 



수출품으로서 미곡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상은 미곡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국인들로부터 수입품을 판매한 대가로 얻은 동전을 구입하였으며, 청국인들은 

그렇게 얻은 은화를 본국으로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화폐는 

일방향(uni-directional)으로 이동하였다.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방향이었다. 사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러한 

은화의 일방향적인 흐름과 그 장기간의 긴 여정은 공통된 것이었다. 

    은화가 유입된 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한국은 개항기에 사금을 

생산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에 수입되어 일본의 금본위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사금은 생산량도 적지 않았고, 그 은화로 환산한 가격이 일본보다 

저렴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제일은행은 일본정부의 국책에 따라 한국에서 금을 

매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금분석소를 설치하여 그 매입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중국인들도 상해에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얻은 한화로 금을 

매입하고자 경쟁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대응한 일본인들이 점차 우세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개항기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였지만, 금을 상품으로 산입하면, 

무역수지의 적자는 크게 줄어든다. 중국과 일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을 포함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흑자였고,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였다. 

결과적으로 은화는 일본에서 유입되어 중국으로 일방향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다음의 그림 3)은 금을 포함한 대일, 대중국의 무역수지를 각각 표시한 것이다. 

비록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굴곡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였고, 중국과는 항상 

마이너스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일본과의 흑자는 특히 

1895-1896년과 1899-1901년에 컸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1899년에 가장 적었다.  

 

 

 
  

 

   하나 더 부언할 것은 중국과의 적자가 일본에 대한 흑자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데는 두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1894년의 

청일전쟁 과정에서 600만円을 초과하는 전비의 지출로 은화의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는 개항 후기에 일본인들이 한국내의 부동산 특히 농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는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그림 3)에서 보는 일본과의 무역흑자보다 훨씬 큰 송금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항기 은화의 일방향적 흐름은 무역의 일방적 수지구조와 병행적인 

것이었다. 

 

 

3. 고액보조화폐와 화폐유통권의 분할 

 

   1)그레샴의 법칙 

  

   한국 정부는 신식군대, 전기, 해운, 전신, 학교 등의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고 

외교적인 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궁핍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폐발행을 

통한 주조이익의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80년대 초부터 

한국정부는 근대적 화폐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항기 

전기간을 통해 이의 개혁에 가장 일관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차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위화제도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지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법률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태환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단지 주조이익을 얻기 위한 고액면의 보조화만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고액면 보조화의 발행은 인플레와 함께 한국 특유의 화폐유통권의 

분할을 초래하였다. 고액면 보조화의 발행은 조선 후기의 영조, 숙종조에도 

십전통보가 주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였고, 본격적인 

것은 대원군 시대인 1867년의 당백전이 최초였다. 

    당백전은 일문전에 비해 액면은 백배에 달하였으나 내재가치는 5-6배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는 16백만냥의 당백전을 1867년 단 6개월만에 발행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의 상평통보의 총공급액을 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앙등하여 1866년 1석에 7-8냥이었던 미가가 2년 이내에 44-45냥으로 폭등하였다. 

당시의 의정부는 새로운 화폐법이 공사간의 거래에 백동화를 법화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곧 상평통보가 유통에서 구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함께 화폐의 부등가거래(non par exchange)를 금지한 

것이 상평통보를 구축한 요인이었을 것이다.(Young-Yong Kim et al., 2004) 

    그러나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조세수입의 실질가치 감소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인플레 효과로 정부는 결국 당백전을 폐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아무런 보상없이 당백전 1개를 오직 엽전 1개와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다.(崔虎鎭, 1979) 이러한 정책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향후의 

화폐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당백전은 2년 미만 유통하는 것으로 그쳤다. 

당백전이 폐기된 후, 당일전이 당분간 한국의 유일한 화폐가 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재정이 궁핍한 가운데, 정부는 총세무사 목인덕(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권유에 따라 고액보조화인 당오전을 1883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오전은 액면은 당일전의 5배, 크기는 당일전보다 약간 큰 것에 

불과하였고, 주조방법이 당일전과 동일하여, 위조가 쉬웠다. 정부가 인력과 기술을 

지닌 병영이나, 동광산에 가깝거나 흉년이 심한 지방정부 등에 다수의 주전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규격이 통일되지 않았고, 위조와 밀수 화폐가 많았다.  

   정부는 군인의 급여와 정부 구입물자 대금을 특히 서울에서 당오전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일찍이 당오전의 劣質을 인식하였으며, 그들은 

당오전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 당오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며, 반면에 양질의 당일전을 그들의 손에 

보유하고자 하였다.  

    당오전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가치는 하락하였고 일문적은 점자 유통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당오전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주조이익도 감소한다. 주조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劣質의 화폐를 주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통에서 

점차 배제되는 당일전은 적어도 그 시장가치가 용해 금속가치 보다 높으면 

유통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인들은 서울에서는 당오전을 사용하고 

지방의 상인들과 거래할 때는 그들이 선호하는 당일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레샴의 법칙을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것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당오전이 

발행되면서 그것은 초기에 당일전을 유통에서 구축하였지만, 오래가지 않아 그것은 

당일전에 비해 할인되어 유통되었다. 그리고 좀 더 뒤에는 당일전에 혼입되어 

당일전과 함께 유통되었다. 

   다음의 표1)은 서울에서의 당오전 1관문의 일본 円銀으로의 교환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과 표2)의 부산에서의 당일전 1관문의 일본 円銀과의 

교환비율을 비교하여 보자. 1883년 6월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당오전의 비가는 

1.9인데, 부산의 당일전의 비가는 2.79이다. 이는 당오전은 당일전에 비해 약 3할 

할인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계속 확대되어 1887년 

5월의 서울의 당오전 비가는 0.6이고, 부산의 당일전 비가는 1.46이어서, 당일전은 

당오전에 비해 약 2.4배의 프레미엄附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1년 3월의 당오전 비가는 0.33이고, 당일전 비가는 2.09로 당오전은 당일전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그레샴의 법칙의 재음미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Rolnick and Weber(1986)는 먼저 화폐법에 의한 고정환율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다. 그들은 악화와 양화는, 어느 하나가 

액면대로 거래되면 다른 것은 그에 대해 프레미엄이 붙거나 할인이 되어서 나란히 

유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액면대로 유통되는 등가화폐(par money)가 

비등가의 다른 화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등가화폐의 상당한 화폐 불가분 

비용(significant currency indivisibility costs)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일전과 당오전은 액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법을 집행할 정부의 능력이 

취약하여 불가분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당오전 발행 초기에는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하여 비등가교환을 금지한 

화폐법으로 당일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당일전은 곧 당오전에 

프레미엄을 가지고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당오전 비가가 하락하면, 

주조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오전의 질이 보다 조악해진다. 결과적으로 당오전은 

양목과 품위와 크기에서 당일전과 구분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1891년에 들어오면, 당오전의 비가는 당일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도 당오전을 발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조악한 당일전 

즉 평양전 주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평양전은 당오전과 당일전이 혼입되게 된 것을 

잘 보여주는 신호이다.(Doo Hwan Oh, 1991, p88)  



 

 

Table 1) Exchange Rate of 10 Yang of Tango’chon into Japanese Yen in Seoul region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Oct. Sep. Nov. Dec. 

1883 2.5     1.90       1.67   1.42 

1884     1.10     0.76   1.0         

1885 1.0 0.8 0.7 

1886     0.6                   

1887 0.58 0.55 0.59 0.65 0.6               

1888 0.68 0.68 0.76 0.83 0.86               

1889       0.55     0.73           

1890                               0.71-0.45 

1891     0.33                   0.29 

1892                         

1893 0.29 0.29 0.30 0.29 0.28 0.28 0.27 0.29 0.29 0.29 0.20 0.34 

Source; 『通商彙纂』, 『朝鮮通商三關貿易冊』, British Consular Reports.  

 

  

Table 2)  Exchange Rate of 10 Yang of Tangil’chon into Japanese   Yen in Pusan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Oct. Sep. Nov. Dec. 

1883 3.30 3.25 3.10 3.20 2.89 2.79 2.60 2.69 2.42 2.12 1.86 1.90 

1884 1.75 1.80 2.18 1.97 1.85 1.86 2.01 2.04 1.94 1.87 1.72 1.77 

1885 1.75 1.81 1.88 1.98 1.78 1.67 1.69 1.71 1.66 1.60 1.60 1.49 

1886 1.34 1.42 1.54 1.55 1.47 1.41 1.41 1.44 1.63 1.81 1.72 1.57 

1887 1.59 1.60 1.47 1.43 1.46 1.50 1.60 1.60 1.61 1.65 1.71 1.62 

1888 1.53 1.60 1.62 1.66 1.54 1.50 1.55 1.54 1.44 1.44 1.45 1.39 

1889 1.33 1.35 1.32 1.35 1.30 1.40 1.50 1.57 1.75 1.83 1.69 1.64 

1890 1.69 1.65 2.19 2.06 1.60 2.18 2.11 1.97 1.85 1.86 1.82 1.95 

1891 1.98 2.07 2.09 2.06 1.84 1.88 2.02 1.89 1.82 1.82 1.83 1.83 

1892 1.88 1.81 1.71 1.64 1.60 1.54 1.54 1.56 1.48 1.56 1.67 1.52 

1893 1.45 1.45 1.41 1.37 1.39 1.41 1.40 1.49 1.47 1.42 1.48 1.54 

Source; 『通商彙纂』 

 

 

 

   그레샴의 법칙은 당일전을 완전히 유통계에서 구축하기 보다는 한편에서는 

당일전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 전라, 함경지역 등으로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당오전의 비가가 하락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서 당일전과 혼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종국에는 당오전은 소수의 잔류하는 당일전과 구분이 되지 

않은 채 병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화폐유통권이 당오전의 유통권인 경기·황해·충청 일부·평안지역 등과 



당일전 유통지역인 경상·전라·함경지역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당오전 

유통지역이나 당일전 유통구역에서 다른 화폐가 통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서로 

혼입되어 사용되게 되었으나 다만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당오전 지역에서는 

엽전 200개를 1관으로 호칭하고, 당일전 지역에서는 엽전 1,000개를 1관으로 

호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무렵의 화폐유통권 분할은 실제적인 유통화폐의 

분할이 아닌, 계산법의 분할을 가져온 것이어서 가상적(fictitious)인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신정권은 재정과 

관련하여 부세금납화를 실시하고, 이어서 은본위제도를 수립하고자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당오전과 당일전의 구별이 

없어진 실상을 반영하여 당오전을 혁파하고 당일전과 등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5냥 은화를 본위화로 규정하고, 종래의 

동화와 함께 네 종류의 보조화를 규정하였다. 본위화인 5냥 은화는 500개의 

엽전으로 교환되고, 새로운 보조화인 백동화는 25개의 엽전과 등가로 규정되었다. 

처음에는 보조화는 원칙적으로 5냥 이하의 금액에만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5냥 

은화의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여, 보조화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되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의 제7장에는 일본 円銀이 5냥 은화와 양목과 품위가 

같으므로 법화와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일본은 이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일본은 청일전쟁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과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일본의 엔화를 

한국의 법화로 사용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이후 상당량의 일본 엔화가 법화로 통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도 사용되는 

한국의 화폐단위인 ‘ 원’ 이 도입되었다. 법규정으로는 여전히 兩이 

화폐단위였지만, 1원 은화를 5냥 은화와 병용하게 한 만큼 간접적으로 ‘ 원’ 이 

화폐의 환산 단위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5냥 은화가 본위화로 

규정되었지만, 그 발행량이 적어서 일반인은 여전히 동전을 계산의 단위로 

사용하고, 양자 사이의 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환율은 법정 규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변동하였다. 

   이후 러시아 등의 三國干涉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제약되자, 한국에는 1897년 

보다 민족주의적인 광무정권이 수립되었다. 광무정권은 재정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액보조화인 백동화를 발행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백동화는 니켈로 

만들어지고, 1개에 25문의 가치를 가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생산비용은 5문 

정도여서, 주조이익이 많았다. 

    백동화의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유통권이 분할되고, 백동화지역의 

물가수준이 급등하였다. 당오전 시기의 폐제문란과 백동화 시기의 폐제문란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양자 사이에는 두 개의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첫째로 백동화 

시대에는 법적으로 은화가  본위화로 존재하였다. 둘째로는 백동화의 형태가 

엽전과 혼입되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백동화는 니켈로 만들어지고, 가운데 

구멍이 없으며, 색깔이 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백동화는 주조가 아닌 압인에 

의해 만들어져 엽전과 혼입될 수는 없었다. 

   정부는 새로운 조폐소인 전환국에서 독일에서 수입된 압인기를 이용하여 

백동화를 생산하였다. 일반 한국인들은 압인기를 잘 모르고, 니켈 원형판을 쉽게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동화를 위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달랐고, 

그들은 위조를 하거나 대량으로 밀수입을 하였다. 백동화의 주조이익은 컸으므로, 

특히 1899년부터 그 공급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백동화 유통이 확대함에 따라 한편에서 엽전을 구축하면서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하였다. Rolnick and Weber(1986, p198)는 액면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 

환산(rounding)에 따른 거래비용이 커진다고 하였다. 백동화의 액면가치는 엽전의 

25배이므로, 당오전 시대에 비해 환산(rounding) 문제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Mundell(1998)은 그레샴의 법칙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그레샴의 법칙은 오직 “ 악화와 양화가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될 때에만 



작동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레샴의 법칙을 “ 만약 그 두 개의 화폐가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된다면, 싼 화폐는 비싼 화폐를 구축한다” 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만약 정부가 부등가교환을 課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거래비용이 크고, 프레미엄이 작아지면, 싼 화폐가 비싼 

화폐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된다. 

   백동화의 경우를 당오전 시대와 비교하여 보면, 백동화는 엽전과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보다 큰 환산비용(rounding problem), 그리고 강력한 화폐법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어느 지방에서나 백동화를 조세지불에 사용하도록 장려하였고, 

이것은 백동화의 유통구역을 넓히고 그 교환비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들은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도움이 되었다.  

    다음의 Fig. 1)은 1904년의 유통구역의 지도를 보여준다. 이에서 보면 엽전은 

서울에서 먼 경상·전라·함경 그리고 일부 강원 지역에서 유통되었고, 서울과 

경기·황해·평안·충청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었다. 이러한 분할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사례였고, 당오전 시대와 달리 실제적인 유통권 분할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 엽전 유통구역에서는 엽전이 백동화 유통구역에서는 

백동화가 유통되었다. 

 

    2)환율변동 

 

   백동화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의 유통속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친 데는 물론 여타 요인들도 존재하였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포함됨에 따라, 세계시장의 가격체계가 소국인 한국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한편 화폐경제의 발전은 화폐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물가보다는 환율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환율의 

변동은 화폐간의 상대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음의 그림 4)는 

부산지방의 엽전과 인천지방의 백동화 1관의 일본 은화와의 교환비율을 보여준다. 

당시에 법정 환율은 2.0이었고, 시장에서도 이것을 대체로 정상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면, 엽전의 비가는 1883년에 급락한 후 1886년경에는 

1.5 전후로 하락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 미곡수출의 증가로 20할대에 이르렀고, 

다시 하락한 후 청일전쟁으로 일본화폐의 유입이 급증하여 90년대 후반에는 2.0 

이상이다가 1998년부터 하락하여 1.5전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03년 부산에서의 그 비가는 1.5 정도였고, 이것은 20세기에 들어 팽창하는 

전기산업으로 동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내재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는 많은 양이 지금으로 용해되기 위해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백동화는 18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행 초에는 

엽전과 등가를 유지하였으나 1904년에는 1.0 정도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법정비가에 비해서는 약 절반에 불과한 것이고, 엽전에 비해서도 약 50% 

할인(엽전은 백동화에 비해 약 50% 프레이엄附)된 것이다.  

 

 

 



 
 

    다음의 그림 5)는 그림 4)에서 살펴본, 엽전과 백동화의 비가 통계를 토대로 

(백동화비가/엽전비가)를 계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 값이 1이면, 두 보조화폐 

사이에는 법정비가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보면 대체로 

1900년까지 등가가 유지되다가, 1901년부터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백동화 비가는 그 내재가치보다는 높게 유지된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백동화의 법정비가는 엽전 25문이었지만, 그 생산비는 5문이었는데, 1903년에도 

백동화의 시장가치는 16문 이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통화량이 백동화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은화의 유통감소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둘째로는 유통권의 확대와 

정부에 의한 조세납부에의 장려 등이 중요하였다. 셋째로는 교역의 발전과 

부세금납화에 따른 화폐경제의 발전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한 것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5)에서 우리는 하락 추세 가운데 상대적 환율변동의 계절성을 읽을 

수 있다. 대체로 추수기이자 미곡구매기인 하반기에 약간 상승 기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백동화가 유통되는 인천 지역에서 미곡 수매를 위한 계절적 수요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계절적 수요가 있는 경우 신용화폐의 도입을 

통한 계절적 수요의 완화가 안정적 상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비가의 법정비가로부터의 괴리는 조세납부에서의 

재정거래(arbitrage)를 낳게 된다. 시장환율이 은화, 백동화 그리고 엽전 사이에 

변동하였으므로, 상인들과 때로는 관리들이 arbitrage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arbitrage는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때로는 관리들이 

농민에게서 엽전을 징수하여, 중앙정부에는 백동화로 납부함으로써 arbitrage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기 어려웠다. 법정비가를 유지하면 

한편으로는 백동화 유통을 통한 주조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조세수입의 손실을 보는 역설을 맞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기 어려웠고, 백동화 유통을 장려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엽전 유통구역에서는 

엽전으로, 백동화 유통구역에서는 백동화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한화비가의 일관된 하락 추세는 수출상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수입상에는 불리한 것이었다. 일본 상인들은 점차 수출무역과 함께 수입무역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환율의 변동은 상업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이것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화폐제도 정리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요인이었다.  

   특히 일상들은 일본이 1897년 금본위제로 이행하고, 한국 내에서 유통된 

각인부은화마저 의화단 사건 이후 청국으로 대량 유출되어, 무역화폐가 크게 

부족해지자 제일은행권을 발행하여 한국에 일본은행권 대신에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민의 저항은 거세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고, 

러일전쟁후  재정고문 메카타(目賀田種太郞)가 근본적인 한국 화폐제도의 정리에 

나서게 된다.  



 

4. 맺음말 

 

   개항기 한국의 화폐는 외국 은화의 유입으로 국내화폐의 유통과 무역화폐의 

유통이라는 다층위 화폐시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화폐시장의 다층위성은 

상품시장의 분화 그리고 상인들의 상이한 가치척도의 사용에 따른 현상이었고, 

한국정부도 부분적으로 은화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이를 제도화하였다.  

    개항기 한국에 유통된 은화는 주로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고, 그것은 주로 

청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방향적인 흐름이었다. 이것은 국가별 무역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에서의 금의 생산과 청국에서의 

변함없는 은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층위 화폐시장에서 1894년에 ‘ 신식화폐발행장정’ 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은화를 본위화와 같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외국화폐를 일단 국내시장 밖으로 

外部化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국내시장에 폭넓게 유통시킴으로써 개항 이후 

존재하게 된 다층위 화폐시장을 내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은화는 환율을 통해 

동화와 연계되었다. 그러나 수차의 화폐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은화와 동화는 

법정비가와 등가(par-value)로 유통되지 못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거래(arbitrage)는 불가피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장비가의 변동과 그 계절성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었고, 

상인들로 하여금 신용화폐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개항기에 한국상인과 

외국상인들은 각자의 유통화폐와 함께 그들의 신용화폐 유통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청국인은 兩표시 신용화폐를 발행하였고, 일본 

상인은 兩표시와 함께 円표시 신용화폐도 발행하였다.  

    한편 개항기 한국화폐사는 두 개의 악화의 발행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오전 

그리고 백동화이다. 이 두 개의 화폐는 유통권의 분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물론 이들 외에 개항 직전의 당백전의 발행도 그 영향이 컸지만, 그것은 

6개월의 짧은 기간에 발행되어, 화폐제도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그야말로 

악화를 통한 강제적인 조세징수의 측면이 강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그것은 당일전을 서울에서 몰아낼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였지만, 곧 

폐지되었고, 엽전과 동가로 되었다.  

    개항기에는 당오전과 백동화에 의한 유통권의 분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1894년 이전의 유통권 분할은 당오전과 당일전이 

혼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통권 분할이 가상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1894년 이후에는 엽전과 완전히 상이한 보조화인 백동화가 도입되고, 은화가 

본위화로 되었다. 백동화는 은화보다는 소액면이지만 엽전에 비해서는 25배의 큰 

액면이었다. 은화는 프레미엄附로 백동화와 함께 유통되었지만, 엽전은 서울에서 

유통으로부터 구축되었다. 구축된 엽전은 여전히 용해점보다는 시장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 지방에서 화폐로 유통되었다. 

   백동화는 법적으로는 은화의 가치에 보증된 보조화폐였지만, 은화로 태환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동전의 화폐가치에 의지하여 발행된 고액면 

신용화폐(fiduciary money)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백동화는 동전과도 태환이 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저액면의 기초화폐에 기초한 고액면의 신용화폐는 시장에서 

값싼 화폐(cheap money)가 되어 엽전을 구축하였다.  

   한국 화폐의 은화에 대한 비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변동하였고, 



당오전은 일문전 비가의 1/5로 하락하여, 일문전과 혼입되었다. 그리고 백동화는 

비록 비가가 하락하였지만 그 내재가치 보다는 높게 유지되었으며, 계절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항 후기에 가면서 일상들은 점차 한국 화폐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첨병의 역할을 한 것이 제일은행이었다. 제일은행은 그 어음을 

초기의 관세납부를 ‘ 한화예탁어음’ 에서 제일은행권으로 최종적으로는 법화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은 식민지 화폐제도의 성립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 화폐유통권의 통일과 함께, 복수화폐의 유통을 하나로 통화로 체계지우고, 

부분 준비에 의한 건전통화를 값싸게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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