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3일   공보 2020-4-16호

 이자료는 4월 13일(월)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13일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발행

□ 한국은행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특별「한국의 주화」세트를 발행할 예정임

ㅇ「한국의 주화」세트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8일(월)까지 국민

들로부터 구매예약을 받아 6월 12일(금)부터 교부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정책팀 팀장 김충화, 차장 김정남

         Tel : (02)560-1601, 1606  Fax : 560-1099    E-mail : issuepol@bok.or.kr

공보관 : Tel : 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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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발행  

1  세트 명칭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한국의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

시킨 고품질 주화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최초 판매되는 것임

2 세트 구성 : 고품위 현용 주화(Mint State – BU*) 각 1종씩 총 6종

* 현용 주화의 일반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화 제조의 품위 등급 중 
최고 품위에 해당하는 프루프(Proof)급의 제작방법에 준하여 특수한 가공
처리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

사양 및 도안 소재

액 면 도안(앞면) 모양 소재(%) 지름(㎜) 무게(g)
  1원 무궁화 원형 알루미늄100 17.20 0.73
  5원 거북선 〃 구리65, 아연35 20.40 2.95
 10원 다보탑 〃 구리48, 알루미늄52 18.00 1.22
 50원 벼이삭 〃 구리70, 아연18, 니켈12 21.60 4.16
100원 이순신 장군 〃 구리75, 니켈25 24.00 5.42
500원 학 〃 구리75, 니켈25 26.50 7.70

앞 면 뒷 면

     ※ 포장 케이스에 담긴 모습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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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부 개시일(예정)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일인 2020. 6. 12(금)

4 발행량 및 발행방법

□ 발행량(판매량) : 총 7만세트

□ 발행(구매) 방법

ㅇ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한 은행(우리ž농협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인당 5세트까지 구매예약을 받고, 예약

접수량이 총 발행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하여 발행

* 예약접수량이 총 발행량에 미달할 경우 예약접수분은 그대로 판매되고,
나머지 미달분은 한국조폐공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시 판매 예정

ㅇ 판매가격 : 액면금액, 제작비 및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

판매수수료 등)이 포함된 30,000원

□ 예약접수 및 배부일정 등

ㅇ 접수 기관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ㅇ 신청 기간 : 2020년 4월 29일(수) ~ 5월 18일(월)

ㅇ 예약 방법 : 창구 및 인터넷 접수

  - 창구 접수 :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 인터넷 접수를 권장) 

  - 인터넷 접수 

    ①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 수량 : 1인당 최대 5세트

ㅇ 배부 시기 : 2020년 6월 12일(금)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ㅇ 판매 가격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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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 상기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예약 접수·배부 

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은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정 

접수은행(우리ž농협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

<별첨>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