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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30년대 초 南京國民政府의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東洋史學科 朱螢俊

본고는 南京國民政府 시기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를 海關金單位制度를 

통해 검토한 글이다. 南京國民政府는 1930년 2월 1일부터 1948년 8월 19

일 金圓券 개혁까지 해관세 징수단위를 금폐(금단위)로 징수하는 海關金

單位制度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시기 해

관세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케머러 

위원회가 제출한 금환본위제 폐제개혁안의 본위화폐 ‘孫’과 ‘海關金單位’

의 공통점에 着目하여 케머러 위원회의 영향력을 想定하였다. 하지만 이

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海關金單位制度의 

폐제개혁적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8년 全國經濟 議와 全國財政 議에서 南京國民政府는 금환본위제 

도입을 폐제개혁의 최종단계로 설정하고, 준비단계로 廢兩改元을 실시하

는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를 결정하였다.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재

정ㆍ경제정책은 범위와 정도에 차이는 있더라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다. 하지만 폐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불안정한 정국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특정 외부조건이 형성되는 1933년에야 비로소 폐량개원이 실시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국제 金換本位制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실시한 廢兩改元은 金換本位制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의 성격일 수 없었

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大恐慌의 여파로 실시될 수 없었다고 언급

할 뿐, 금환본위제 도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不在한 상황이었다.

금환본위제 도입 문제는 케머러 위원회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야 하였다.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재정ㆍ경제정책 방침은 1928년 8월 

세계적인 금환본위제 폐제개혁 전문가 에드윈 월터 케머러(Edwin Walter 

Kemmerer)와 접촉으로 이어졌다. 1929년 2월 구성된 케머러 위원회는 폐

제개혁 건의안인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이하 ｢도입법｣)과 海

關金單位制度 건의안인 ｢해관수입세 금본위화폐 징수법 계획안｣(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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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을 제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하였던 ｢징수

법｣을 통해 海關金單位制度의 금환본위제 폐제개혁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廢兩改元에 이르는 시기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南京國民政府의 폐제개혁 추진 과정을 밝힐 수 있

고, 이를 통해 南京國民政府 폐제개혁사의 정책적 연속성을 재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케머러 위원회가 건의한 폐제개혁 방식은 廢兩改元을 생략한 직접도입

방식에 의한 금환본위제 도입이었다. 그리고 省을 단위로 개혁범위를 확

장해 가는 점진적 방식이었다.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다른 신용화폐(孫

幣)를 주조ㆍ유통하는 금환본위제의 특성상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은 폐제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폐제개혁 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廢兩改元의 실시 여부를 두고 케머러 위원회와 재

정부장 송자문의 폐제개혁 방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1920년대 국제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1929년 大恐慌을 

前後로 급락하면서 중국의 화폐가치(은폐가치)가 폭락하게 되었다. 화폐가

치 하락은 외채ㆍ배상금 상환 과정에서 환차손을 발생시키고, 關餘 감소

로 이어져 재정손실을 유발하였다. 케머러 위원회는 關平銀 가치를 금 가

치로 고정하여 銀幣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수법｣을 제출하였

다. ｢징수법｣에서는 점진적으로 폐제개혁 범위를 확대하는 ｢도입법｣의 특

성상 금환본위제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南

京國民政府는 ｢도입법｣을 번역하여 공개한 반면, ｢징수법｣은 공개하지 않

았다. 이 때문에 海關金單位制度는 ｢징수법｣이 아닌 ｢도입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海關金單位制度의 폐제개혁적 성격에 

주목하지 못하고, 南京國民政府가 변용하여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송자문은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의 폐제개

혁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1929년 5월 ｢징수법｣ 초안에 대해 송자문은 

실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29년 6월을 전후로 변화

하게 된다. 同年 7월 송자문은 케머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직접도입방식

에 따라 1930년 6월 혹은 7월 廣東省에서 금환본위제 도입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케머러 위원회는 1929년 10월 ｢징수법｣ 및 理由書를 

제출하였다. 南京國民政府는 금환본위제 폐제개혁의 준비단계로 1930년 1

월 15일 海關金單位制度의 실시를 공포하였다. 케머러 위원회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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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법｣과 ｢징수법｣은 폐제개혁 실시 절차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南京

國民政府는 ｢징수법｣에 의거하여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하였고, 결국 海

關金單位制度의 실시는 ｢도입법｣의 실시를 의미하였다.

송자문의 입장이 변화한 직접적인 원인은 1929년 大恐慌을 전후로 한 

국제은가의 폭락에 있었다. 은본위제 이탈과 금환본위제 도입에 딜레마는 

중국이 은본위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은 수요국이었고, 또

한 대량의 은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20세기 국제은가는 과대한 

누적 공급량에 기인하여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중국

의 금환본위제 도입은 국제은가의 추가적인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송자문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다. 송자문이 ｢징수법｣에 따라 海關金單位

制度를 실시하였으면서도 ‘孫’ 대신 ‘海關金單位’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은 

금환본위제 도입을 천명할 경우 초래하게 될 국제은가의 붕괴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도입법｣은 액면가치와 소재가치 차이(33%)나는 신용화폐를 

주조ㆍ유통하였고, 폐제개혁 과정의 廢貨銀은 다시 주조용도로 흡수할 수 

있었다. 宋子文과 孔祥熙가 국내 생산력 회복을 중요하게 지적한 것도 廢

貨銀의 재흡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金貴銀賤’ 현상의 심화로 각계에서는 금ㆍ은 거래통제 및 수출입 제한

정책을 제출하여 은폐가치를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상해 금업

교역소의 금 거래는 환위험 관리 및 환율 조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투기매매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은 수입 금지안과 은 수입세 징

수안은 중국의 은폐가치 결정 과정에서 국제은가의 영향을 단절시킨다는 

것이었다. 송자문은 중국 화폐가치 문제가 국제시장과의 단절을 통해 해

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ㆍ은 거래통제 및 수출입 제한정책

은 금본위제 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은본위제 중국에서는 절

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폐제개혁 실시 예정인 1930년 6월을 전후로 전환

되었다. 송자문은 同年 5월 불과 2-3달 전까지 절대 실시 불가 입장이었

던 금 수출 금지안, 외국 은폐 수입금지와 은 수입세 징수의 실시를 결정

하였다. 송자문은 이러한 태도변화의 이유를 금환본위제 폐제개혁 실시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대로 南京國民政府의 금환본위제 폐제개

혁은 同年 7월 법률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로 폐제개혁 시행일 발표만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1930년 추가적인 은가폭락으로 폐제개혁 시행일 

발표는 지연되었다. 1931년 6월 금환본위제 폐제개혁의 중추 역할을 담당

하는 全國幣制委員 를 설립하였지만, 1931년 9월 국제 금환본위제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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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기 시작하며 금환본위제 도입 시도는 포착되지 않는다. 南京國民政府

의 금환본위제 도입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海關金單位制度는 계속 시행되

었고,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

었다.

주제어: 關稅, 海關金單位, 金換本位制, 케머러 위원회, 宋子文, 에드윈 

월터 케머러(Edwin Walter Kemmerer) 

학번: 2010-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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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근대 중국의 화폐체계는 외국 銀幣를 포함한 다양한 銀元 유통, 지역마

다 상이한 銀兩 平色과 이에 따른 虛銀兩의 출현, 그리고 銅元과 紙幣 통

용 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중앙정부와 각 省에서 주조하는 화폐들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세기 초 중국은 화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정도로 혼란한 화폐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1) 

이러한 배경에서 淸末 이래 제출된 폐제개혁안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집권

적 화폐제도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19세기 중엽 이래 국제은가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면서 환율문제는 폐제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

었다. 20세기 초 폐제개혁론은 국내에 복잡하게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중

앙집권적으로 통일하는 문제와 함께 환율문제를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2) 

南京國民政府 시기 폐제개혁에 관한 연구는 중앙집권적 화폐제도 수립

과 환율문제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였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만 주목하면서 연구경향은 廢兩改

元(1933)과 法幣改革(1935)에 편중되어 있다.3) 따라서 1928년 개최된 全國

經濟 議와 全國財政 議(이하 全國經濟 議와 全國財政 議는 ‘1928년 

회의’로 약칭)는 廢兩改元과 法幣改革을 설명하기 위한 前史 혹은 廢兩改

元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로만 설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좌절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4)

 1) Eduard Kann, The Currencies of China, Kelly & Walsh, 1927, p.1(이하 다시 인용

하는 연구서와 논문은 ‘저자명, 연도’의 형식으로 약칭).

 2) 환율은 기본통화(base currency)를 사기 위해 필요한 가격통화(term currency)의 

양으로 정의된다. 기본통화의 기준에 따라 자국통화표시환율과 외국통화표시환

율로 구분된다. 전자는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US $1 = 

規元 50兩’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때 외화가 기본통화, 자국화폐는 가격통화

가 된다. 반면, 후자는 그 반대가 되며 ‘規元 1兩 = US $0.02’으로 표시한다. 본

고에서 이용하는 사료의 통계수치는 기본통화 설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환율’과 ‘화폐가치’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환율’ 증감

은 자국통화표시환율 방식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 ‘화폐가치’의 증감은 銀幣(銀

元ㆍ銀兩)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3) 姚 元ㆍ孫玲은 1980년 이래 화폐제도 연구 중 70% 이상이 白銀問題와 南京國

民政府의 폐제개혁 및 통화팽창,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廢兩改元과 

法幣改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姚 元ㆍ孫玲, ｢1980年以

來中國近代貨幣史研究綜述｣, �財經政法資訊� 4, 200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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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벌 과정에서 급증한 군비지출은 세수 기반이 취약한 南京國民政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財政部長 宋子文은 북벌 종결이 임박해지자, 향

후 재정ㆍ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목적으로 ‘1928년 회의’를 소집하였다. 

1928년 6월 개최된 全國經濟 議에서는 상해 금융계와 실업계 인사들을 

소집하여 군비 축소, 세수 정비와 국가재정 통일, 그리고 금융제도 개선안 

등의 정책을 결정하였고,5) 同年 7월 소집된 全國財政 議에서는 정부 실

무 관료들이 참석하여 全國經濟 議에서 제출된 안건들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928년 회의’에서는 조세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의 수입과 지출

을 확정하였고, 關稅, 鹽稅, 統稅(貨物稅) 등을 국가세수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 역사상 최초로 田賦를 지방세수로 이양할 것을 결정하였다. 田賦를 

포기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關稅, 鹽稅, 統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

아졌고, 무역 확대와 국내 경제 활성화는 국가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중대

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28년 회의’에서는 관세자주권 회복(국정세칙 

실시)과 함께 화폐ㆍ금융제도 정비를 결정하였고, 폐제개혁과 관련된 사

항으로 은본위제를 폐기하고 金換本位制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국

의 불안정과 분권적인 정치ㆍ경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金換本位制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金換本位制 폐제개혁 준비단계로 廢兩改元을 설정하였

고, 우선 국내의 복잡한 화폐체계를 은본위제로 통일한 이후 金換本位制

로 이행한다는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 방침을 수립하였다. ‘1928년 회

의’의 결정은 즉각적인 정책 추진과정을 거쳐 범위와 정도에 차이는 있더

라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폐제개혁과 관련된 개혁은 국

ㆍ내외적인 혼란 국면으로 외부조건이 형성되는 1933년에 이르러서야 실

 4) 엄밀한 의미에서 金換本位制는 금본위제의 하위개념이지만, 본고에서 이용하는 

사료는 ‘金本位制’, ‘金換本位制’, ‘金塊本位制’ 등의 용어를 복잡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金本位制’로 기록되어 있지

만 ‘金換本位制’를 의미하는 경우 ‘金(換)本位制’라고 표기하여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5) 全國經濟 議에 참석한 위원은 ‘江浙財閥’을 중심으로 하는 상해 은행계와 전장

계의 핵심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全國經濟 議를 계기로 

하여 南京國民政府와 ‘江浙財閥’이 협력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

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姚 元, �江浙金

融財團硏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8; 陶水木, �浙江商幫 上海經濟近代化硏

究 1840-1936�, 上海三聯書店, 2000; 潘國琪, �民國浙江財閥硏究�, 中國社 科學

出版社, 2007; Parks M. Coble, Jr., The Shanghai capitalists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1927-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Margherita Zanasi, Saving 

the Nation: Economic Modernity in Republica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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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사이 폐제

개혁의 정책적 추진 과정은 구체적인 분석이 不在한 상황이다.6)

하지만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廢兩改元에 이르는 시기는 南京國民

政府 폐제개혁사에서 홀시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7) ‘1928년 회

의’에서 천명한 金換本位制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은 1928년 8월부터 외

국인 자문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면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同

年 10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들의 조율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1929년 2월 케머러를 위원장으로 하는 케머러 위원회(정식 명칭은 ‘財政

部設計委員 ’)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8) 폐제개혁과 관련하여 케머러 위

원회는 廢兩改元을 생략하고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을 바로 실시할 것을 골

 6) 楊楊은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廢兩改元 사이의 폐제개혁사의 공백을 南京國

民政府의 金換本位制 도입 측면에서 해석하였다(楊楊, ｢南京政府貨幣制度變遷時

滯研究｣, �大慶師範學院學報� 31-2, 2011).

 7) 南京國民政府 시기 폐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데,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宮下忠雄, �支那貨幣制度論�, 寶文

館, 1938; 卓遵宏, �中國近代幣制改革史(1887-1937)�, 國史館, 1986; 吳景平 編, �

上海金融業 國民政府關係硏究(1927-1937)�, 上海財經大學出版社, 2002; 洪葭管, 

�20世紀的上海金融�, 上海人民出版社, 2004; 李一翔, �近代中國銀行 錢莊關係硏

究�, 學林出版社, 2005; 戴建兵, �白銀 近代中國經濟�, 復旦大學出版社, 2005; 同

氏, �中國近代銀兩史�, 中國社 科學出版社, 2007; 岩武照彥, �近代中國通貨統一

史�, みすず書房, 1990; 野澤豊,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 東京大學出版 , 

1981; 城山智子, �大恐慌下の中國: 場ㆍ國家ㆍ世界經済�, 名古屋大學出版 , 

2011; Eduard Kann, 1927; 孔維文ㆍ張偉琴, ｢論廢兩改元｣, �中國錢幣� 79, 2002; 

邱松慶, ｢南京國民政府初建時期財經政策述評｣, �中國社 經濟史研究� 4, 1996; 

戴建兵, ｢中國近代貨幣改革思想評論｣, �歷史檔案� 2, 2008; 宋振淩, ｢試論南京國

民政府時期貨幣本位制度的變革｣, �武陵學刊� 35-1, 2010; 葉鳳剛, ｢30年代國民政

府幣制改革論析｣, �前沿� 8, 2007; 吳景平, ｢評上海銀錢業之間關於廢兩改元的爭

辯｣, �近代史硏究� 5, 2001; 王能應, ｢南京國民政府時期的貨幣制度改革｣, �湖北行

政學院學報� 15, 2004; 張弓, ｢南京國民政府廢兩改元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碩

士學位論文, 2011; 岡崎清宜, ｢幣制改革と中國信用機構｣,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

報告� 29, 2005; 久保亨, ｢1935年幣制改革をめぐる硏究動向｣, �近きに在りて� 10, 

1986; 大石恵, ｢アメリカ銀政策と中國の幣制改革｣, �京都大學經濟論集� 14, 1999; 

城山智子, ｢1930年代の中國と國際通貨システム–1935年幣制改革の 外的ㆍ國內

的意義と影響に關する一 察｣, �國際政治� 146, 2006.

 8) 에드윈 월터 케머러(Edwin Walter Kemmerer)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도

즈 위원회(Dawes Committee) 통화ㆍ금융위원으로 참가하여 독일 중앙은행

(Reichsbank) 재조직과 독일 통화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화폐ㆍ금융개혁을 설계한 전문가였다. 케머러 활동과 이력에 관련된 사

항은 <Dr. Edwin Walter Kemmerer-Financial Expert and Counselor, President of 

Commission>, K.P.(B.110, F.31)를 참조. 이하 각주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

된 Edwin W. Kemmerer Papers를 인용할 때에는 ‘<문서의 제목>, K.P.(B.박스번

호, F.폴더번호)’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하 ‘財政部設計委員 ’는 ‘케머

러 위원회’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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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는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케머러 위

원회의 폐제개혁안은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

制’의 폐제개혁 방침과 절차상으로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南京國民政府 財政部長 宋子文의 폐제개혁 구상은 케머러 위원회 활동 

전후로 변화가 보인다. 宋子文은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을 공

개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1930년 1월 15일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발표하였다.9) 해관세 

징수단위인 關平銀(銀幣)을 海關金(金單位)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海關金單位制度는 케머러 위원회가 제출한 또 다른 건의안인 ｢해관수

입세 금본위화폐 징수법 계획안｣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였다. 중국의 화

폐ㆍ금융제도를 조사한 이후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을 건의한 

케머러 위원회가 ｢해관수입세 금본위화폐 징수법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

였고, 이에 따라 南京國民政府가 海關金單位制度를 즉시 실시하였다면, 海

關金單位制度와 金換本位制 도입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廢兩改元까지 폐제개혁의 정책적인 추진 과

정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海關金單位制度의 성격과 의

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南京國民政府 폐제개혁사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중

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케머러 위원회의 활동 및 제안서에 대

해서 전론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海關金單位制度와 관련

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내용 소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10) 선행연구에서는 1929년 대공황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

 9) 본고는 南京國民政府 경제정책 결정과 실행에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財政部

長 宋子文의 폐제개혁 방침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宋子文과 관련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의 연구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吳景

平, �宋子文評傳�, 福建人民出版社, 1992; 同氏, �宋子文思想硏究�, 福建人民出版

社, 1998; 同氏, �宋子文政治生涯編年�, 福建人民出版社, 1998; 同氏 主編, �宋子

文生平 資料文獻研究�, 復旦大學出版社, 2010; 王松, �宋子文傳�, 武漢出版社, 

1996; 李立新ㆍ吳丹ㆍ蘭榮, �蔣介石 宋子文�, 吉林人民出版社, 1999; 楊 聖, �

國民黨金融之父宋子文�, 上海人民出版社, 2001; 陳延一, �民國財長宋子文�, 人民

出版社, 2008 등이 있다. 후버연구소와 복단대학교는 아카이브 문서를 정리하여 

吳景平ㆍ林孝庭 編, �宋子文 他的時代�, 復旦大學出版社, 2008; 吳景平ㆍ林孝庭 

編, �宋子文駐美時期電報選�, 復旦大學出版社, 2008; 吳景平 主編, �宋子文 戰時

中國�, 復旦大學出版社, 2008; 吳景平 主編, �戰時歲月:宋子文 外國人士往來函電

稿新編�, 復旦大學出版社, 2010을 출간하였다.
10) 케머러 위원회 활동과 海關金單位制度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 관해서는 Eduard 

Kann(宮下忠雄 譯), �カン支那通貨論�, 東亞同文書院支那硏究部, 1934; 宮下忠雄, 

1938; 岩武照彥, 1990; 城山智子, 2011; Arthur N. Young, China's N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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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획단계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海關

金單位制度 실시에 대한 설명은 국제은가 하락에 대응하여 해관세수 증가

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1) 또한 1933년 廢兩改元과 

‘1928년 회의’ 방침의 괴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1930년대 국제적으

로 금(환)본위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실시한 廢兩改元은 ‘1928년 회의’ 

방침과 같은 金換本位制 도입하기 위한 前단계 폐제개혁의 성격일 수 없

었다. 이러한 문제는 ‘1928년 회의’에서 설정한 金換本位制 도입이라는 폐

제개혁의 최종목표가 변질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에 起因하는 

것이었다.12)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중심으로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先廢兩改元, 後金換

Effort 1927-1937: The Financial and Economic Rec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1; 葉瑋, ｢30年代初期國民政府進口關稅征金改革述論｣, �民國檔案� 3, 2001; 戴

建兵, ｢論1929-1930年上海的“金貴銀賤”風潮｣, 馬長林ㆍ吳景平 主編, �上海金融的

現代化 國際化�, 上海古籍出版社, 2003; 龔輝ㆍ吳景平, ｢1930年代初中國海關金

單位制度的建立述論｣, �史學月刊� 10, 2007; 馬陵合, ｢民國時期關金券的發行背景

及有關金本位的討論｣, �中國錢幣� 96, 2007을 참조. 기존 연구들은 海關金單位制

度의 내용이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과 상당부분 일치함에 따라 케머

러 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海關金單位制度는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

의 영향 혹은 변용하여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龔輝ㆍ吳景平, 2007, p.70; 

馬陵合, 2007, p.39). 
11) 南京國民政府 시기 경제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이 은가하락과 환율상승을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였던 것과는 별개로, 대공황 시기 은본위제를 유지하고 있던 중

국은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를 비교적 늦게 받은 것으로 보

고 있다. 대공황 시기의 중국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Milton Friedman·Anna 

Jacobson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489-490; Irving Fisher, “Are booms and depressions 

transmitted internationally through monetary standards?”, Bulletin de l'Institut 

International de Statistique 28, 1935, p.17; Tim Wright, “Coping with the World 

Depression: The Nationalist Government’s Relations with Chinese Industry and 

Commerce, 1932-1936”, Modern Asian Studies Vol.25 No.4, 1991을 참조. 賴建誠은 

대공황 시기의 은본위제가 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을 밝히고, 1929년 이전 

중국이 금본위제를 실시했다면 금블럭(Gold Block) 국가들이 겪었던 금본위제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Cheng-Chung Lai, “Chinese Silver Standard 

Economy and the 1929 Great Depression”,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43, Issue.2, 2003, p.16).
12) 蔣淸宏, ｢美國白銀政策 中國銀本位制度的終結-貨幣制度强制變遷的介案硏究｣, 歐

陽恩良 主編, �近代中國社 流通 社 控制�, 社 科學文獻出版社, 2010, p.469. 

중국의 ‘은본위제 탈출’은 금(환)본위제의 과도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리통화제

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

에서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강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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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位制’의 방침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케머러 위원회의 영향력을 검토하

고, 海關金單位制度의 폐제개혁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장을 통해 南京國民政府의 재정ㆍ경제정책 수립과 케머러 위원회의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안을 검토한 이후 2장에서는 海關金單位制度의 실시 

배경과 의미를 통해 폐제개혁적 성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좌절 과정에서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南京國民政府의 폐제개혁이 1933년 廢兩改元으로 시작

하여 1935년 法幣改革으로 완성된다는 도식이 역사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

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검토될 것이다. 케머러 위원회 활동은 최종적으

로 실패하였지만 海關金單位制度를 폐제개혁의 한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928년 회의→海關金單位制度 실시와 金換本位制 도입 좌절

→廢兩改元’의 설명방식을 제시하여 南京國民政府 폐제개혁사의 연속성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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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南京國民政府의 재정ㆍ경제정책 수립과 폐제개혁

1. ‘1928년 회의’와 폐제개혁 방침

북벌 과정에서 군비지출이 증가하며 南京國民政府는 상당한 재정적 압

박을 받게 되었다.13) 1927년 南京國民政府의 군비지출은 131,300,000元으

로 국가 재정지출에서 87%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북벌 이후에

도 계속된 군사 활동으로 재정지출에서 50% 이상이 군비로 소요되었

다.14) 거액의 예산이 군비지출로 편성되어야 하였지만, 세수기반이 취약한 

南京國民政府는 조세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內債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였다. 南京國民政府는 1927년부터 1932년 공채 정리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총 30종 10억 4500만원에 해당하는 內債를 발행하였는

데,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의 41.8%를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이 기간 

전체 발행액의 60%에 해당하는 6억 3300만원이 政務費의 용도로 발행될 

정도로 재정은 악화되어 있었다.15) 이러한 상황에서 內債는 南京國民政府

13) 楊蔭溥, �民國財政史�,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86, pp.43-44. 南京國民政府 회계연

도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따라서 1927년 재정수지는 1927년 7월 1일부터 1928

년 6월 30일까지의 세입과 세출을 의미한다.

<표-I> 南京國民政府 재정수지 상황(단위:元)

연도 세출
세입

(채권발행수입 제외)

재정적자

적자액 비중

1927 150,800,000 77,300,000 73,500,000 48.7%

1928 412,600,000 332,500,000 80,100,000 19.4%

1929 539,000,000 438,100,000 100,900,000 18.7%

1930 714,400,000 497,800,000 216,600,000 30.3%

1931 683,000,000 553,000,000 130,000,000 19.0%

※ 근거 자료: 楊蔭溥, 1986, p.43을 참조하여 재구성. 
14) 楊蔭溥, 1986, p.70. 南京國民政府는 북벌 진행 과정에서 폭증한 군비지출을 충

당하기 위해 江海關 2.5% 부가세를 담보로 ‘江海關二五附稅國庫券’을 발행하였

다(｢江海關二五附稅國庫券條例｣(1927.5.13),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

檔案資料彙編� 第五輯 第一編 財政經濟(四), 鳳凰出版社, 1994, pp.24-25(이하 ‘�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卷數)’ 형식으로 약칭). 關稅는 중앙정부가 

장악한 안정적인 세원이었다. 북벌과정에서 稅源이 한정되었던 南京國民政府에

게 關稅는 內債 발행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다. 2.5% 부가세 징수과정

과 의미는 나현수, ｢北伐初期 國民政府의 外關係의 展開｣,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를 참조.
15) 潘國琪, �國民政府1927-1949年的國內公債硏究�, 經濟科學出版社, 2003,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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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었다.16) 

군비 감축과 재정문제는 북벌을 완수한 南京國民政府가 시급히 해결해

야 하는 과제였다. 財政部長 宋子文은 재정 통일, 세수 정비, 그리고 금융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全國財政 議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고, 준

비단계로 全國經濟 議를 개최하여 금융계와 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다.17) 全國經濟 議와 全國財政 議 소집안은 1928

년 4월 제58차 常務委員 議에서 통과되었고, 同年 6월 8일 북벌군이 

북경을 점령하며 중국 전역의 통일이 가까워지자, 宋子文은 同年 6월 20

일 상해에서 全國經濟 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계

와 실업계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金融股, 公債股, 稅務股, 貿易

股, 國用股 등 5개 分科가 구성되었다.18)

南京國民政府의 재정문제는 북벌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군비에 

의한 것이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장악한 세원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全國經濟 議에서는 군비 감축과 

함께 분권적인 조세체계 정비를 결정하였다. 國用股는 ｢提請政府卽日裁兵

從事建設案｣을 제출하여 연간 군비지출액이 전체 국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고, 84개 군단(272개 사단) 및 독립부대의 규모를 50

개 사단(1개 사단 당 1만명)으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연간 군

이 기간 南京國民政府의 內債 발행액은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千家駒는 10억 6000만원, 楊蔭溥는 10억 5800만원으로 추산하였다(千家駒, �中國

的內債�, 社 調査所, 1933, p.44; 楊蔭溥, 1986, p.60).
16) 북벌 완수 이후 南京國民政府는 이전 정권들에서 발행한 공채 및 배상금의 상환

을 약속하였다. 이는 열강으로부터 중앙정부로 인정받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도 하였지만, 국가 신용도와 관련된 문제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공채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1928년 회의’ 결정을 거쳐 1929년 1월 

‘整理內外債委員 ’를 구성하여 無確實擔保內外債를 정리할 것을 결정하였고, 재

원은 1929년 2월 신세칙 실시에 따른 관세증가분 연 500만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財政部爲設立整理內外債委員 幷擬具章程致行政院呈稿｣(1929.1.24), 

中國第二歷史檔案館編, �民國外債檔案史料� 2, 檔案出版社, 1990, pp.34-35(이하 

‘�民國外債檔案史料� 卷數’의 형식으로 약칭).
17) ｢國府秘書處奉准由財政部召集全國財政 議幷抄 原案議函稿｣(1928.4.28), �中華

民國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一), pp.42-43.
18) ‘江浙財閥’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이 참석한 全國經濟 議는 南京國民政府가 금

융자본가와 협력하여 재정ㆍ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성격이 있었다(平野和由, ｢

中國の金融構造と幣制改革｣,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野澤豊 編), 東京大學

出版社, 1981, p.58). 이하 폐제개혁과 관련한 全國經濟 議와 全國財政 議의 결

정은 平野和由의 연구를 참조한다. 참가 위원명단과 各部 구성위원은 ｢經濟 議

全體委員姓名及議場席次曁通訊處一覽表｣, 全國經濟 議秘書處, �全國經濟 議

刊�, 財政部駐滬辦事處, 1928, pp.19-25(�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編 第八十七輯, 

文海出版社, 1999 所收)를 참조(이하 ‘�全國經濟 議 刊�’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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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출액은 經常費 1억 2,000만원(1개 사단 당 月 20만원)과 방위산업 항

목 7,200만원으로 총 1억 9,200만원으로 감축할 것을 건의하였다.19) 그리

고 稅務股가 제출한 ｢統一財政先從劃分國家稅地方稅及國家費地方費入手辦

理案｣에서는 군비지출을 국가세의 지출 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田賦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결정하였다.20)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확

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세원인 田賦를 포기한 것은 南京國民政府 지방 

통제력의 한계 혹은 지방 정치세력의 지지를 확보의 작업으로 볼 수도 있

지만,21)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수 증가와 함께 지방세 지출 항목

도 증가하여 오히려 지방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였다.22) 결국 중앙정부는 

田賦를 포기하면서 재정지출 부담도 함께 지방으로 전가하였고, 국가 재

정지출 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군비지출을 국가세로 규정하여 군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田賦를 지방으로 이양한 南京國民政府의 세원에서 關稅, 鹽稅, 統稅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23) 비록 田賦는 거액의 안정적인 세원이었

지만 과세 토지의 확대가 한정적이었고, 직접세였으므로 증세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높았다. 반면, 關稅, 鹽稅, 統稅는 간접세였을 뿐만 아니라 북

벌 완수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고 국내 생산력이 회복되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었다. 무역 확대와 국내 경제 활성화는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형

19) ｢提請政府卽日裁兵從事建設案｣, �全國經濟 議 刊�, pp.170-175. 1928년 8월 國

民黨軍事委員 는 國民黨二屆五中全 에서 ｢關于軍事整理問題的決議｣를 제출하

면서 군비 감축이 구체화되었다. 全國經濟 議와 裁兵 議ㆍ編遣 議의 관계는 

罗玉明ㆍ温波, ｢國民黨全國經濟 議 裁兵編遣｣, 安徽史學 3, 2002, pp.71-72를 

참조.
20) ｢統一財政先從劃分國家稅地方稅及國家費地方費入手辦理案｣, �全國經濟 議 刊�, 

pp.151-159.
21) 牛淑萍, ｢1927至1937年南京國民政府田賦整理述評｣, �民國檔案� 3, 1999, p.97-98. 

중국의 田賦 규모는 북경정부 시기인 1919년 90,548,787元, 1925년 90,081,199元

이었다. 북벌 완료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며 남경정부 시기인 1931년 108,882,619

元으로 증가하였다(賈士毅, �民國續財政史�, 商務印書館, 1934, pp.39-41).
22) 杜恂誠, ｢民國時期的中央 地方財政劃分｣, 中國社 科學 3, 1998, pp.185-186.

연도
조세 

수입

관세 염세 통세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27 46.5 12.5 27.0% 20.8 44.7% 6.0 12.9% 84.6%

1928 259.3 179.1 69.1% 29.5 11.4% 29.7 11.4% 91.9%

1929 461.7 275.5 59.7% 122.1 26.4% 40.5 8.8% 94.9%

1930 535.0 313.0 58.5% 150.5 28.1% 53.3 9.9% 96.5%

1931 615.2 369.7 60.1% 144.2 23.4% 88.7 14.4% 97.9%

1932 583.0 325.5 55.8% 158.1 27.1% 79.6 13.7% 96.6%

23) <표-II> 조세 수입(공채 수입 제외)에서 關稅ㆍ鹽稅ㆍ統稅의 비중(단위:백만원)

※ 楊蔭溥, 1986, pp.46-47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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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이에 貿易股는 ｢請實行保護貿易以裕民生案｣에서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금융체계 안정화를 건의하였다.24) 금융ㆍ경제

제도 정비는 화폐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였고, 화폐제도 개혁과 재정

통일, 그리고 금융시장 조절은 중앙은행 설립이 선결되어야 하였다. 金融

股는 금융제도 개혁안과 폐제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국가은행(중

앙은행) 건립을 골자로 하는 ｢國家銀行案｣에서 국고업무와 금융체제 조절

을 결의하였다.25) 1928년 6월 21일 全國經濟 議 제1차 金融股 소회의에

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국식 연방준비은행으로 설립하는 의

견이 제출되어 논의되었지만,26) 최종 결의안인 ｢國家銀行案｣에서는 연방

준비은행을 설립하지 않고, 상해의 중앙은행과 天津, 漢口, 廣州에 분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7) 그리고 화폐제도와 관련하여 ｢國幣條例案

｣에서 20세기의 정황에서 중국이 은본위제를 유지하는 것은 時宜에 적합

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폐제개혁을 통해 은본위제를 이탈하여 金換

本位制를 도입하는 것을 중국 화폐제도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정국에서 즉각적인 金換本位制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였고, 우선적으로 廢兩改元을 실시하여 多種ㆍ多樣한 통화를 銀元 중심

으로 통일한 이후 金換本位制를 도입한다고 하는 ‘2단계 폐제개혁(先廢兩

改元, 後金換本位制)’ 방침을 결의하였다.28) 이미 廢兩改元은 馬寅初가 제

출한 ｢統一國幣廢兩用元案｣이 1928년 4월 27일 제58차 常務委員 議에

서 통과된 상태였고, 全國經濟 議에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를 결

정하였다. 全國經濟 議에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29년 7월 1일 실

시할 것을 규정하였다.29) 

1928년 7월 1일 정부 실무 관료로 구성된 全國財政 議가 개최되었고, 

財務行政組, 稅務組, 國用組, 國債組, 金融組의 5개 分科를 조직하였다. 全

國財政 議는 全國經濟 議에서 결정된 안건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문

24) ｢請實行保護貿易以裕民生案｣, �全國經濟 議 刊�, pp.165-170.
25) ｢國家銀行案｣, �全國經濟 議 刊�, p.91.
26) ｢1928年全國經濟 議史料(三)｣, �檔案 史學� 6, pp.20-22.
27) 1928년 10월 25일 ｢中央銀行章程｣을 발표하여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였고, 同年 11월 1일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蔣介石의 발언처

럼 중앙은행 설립의 목적은 폐제통일, 국고업무, 금융조절에 있었다(｢中央銀行開

幕誌要｣, �銀行月刊� 第8券 第10期, 1928.10). 중앙은행의 자본금은 1928년 10월 

5일 ｢民國十七年金融短期公債條例｣ 公 에 의해 조성된 3000만원 중 2000만원

으로 조달되었다. 南京國民政府의 중앙은행 설립과 역할은 劉慧宇, �中國中央銀

行硏究(1928-1949年)�, 中國經濟出版社, 1999를 참조.
28) ｢國幣條例草案｣, �全國經濟 議 刊�, pp, 114-131.
29) ｢廢兩用元案｣, �全國經濟 議 刊�,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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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검토하였다.30) 우선 全國經濟 議에서 제출된 ｢劃分國家收入地方

收入暫行標準案｣과 ｢劃分國家支出地方支出暫行標準案｣이 통과되어 田賦의 

지방세 전환과 군비지출 항목이 국가세로 확정되었다.31) 이와 함께 全國

財政 議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재정과 행정체계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임의적으로 군비를 징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32) ｢建議政府剋期

裁兵建議案｣을 통과하여 군대 감축을 결정하였다.33) 南京國民政府는 조세

체계 확립을 통해 재정권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南京國民政府가 田賦를 포기하면서 關稅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全國財政 議에서는 釐金 철폐와 국정

관세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國定稅則委員 를 조직하여 1929년 1

월 1일부터 국정세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34) 그리고 全國經濟 議

에서 결정된 ｢國幣條例及施行細則案｣, ｢取締紙幣條例草案｣, ｢造幣廠條例草

案｣, ｢廢兩用元案｣이 통과되어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의 폐제개혁 방

식은 정식으로 결정되었다.35) 全國財政 議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1928년 

8월 國民黨第二屆中央執行委員 第五次全體 議와 1929년 3월 中國國民黨

第三次全國代表大 에 제출되었고, 南京國民政府의 재정ㆍ경제정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36) 1929년 6월 國民黨國民黨第三屆中央執行委員 第二次

全體 議에서 宋子文은 中央ㆍ地方財政 구분, 財務統一, 財政組織 개선, 

賦稅整理, 新稅創設, 軍費整理, 幣制改革, 債務整理, 銀行制度 정비 등 10

개 항목을 실시를 발표하였다.37) 이 중 폐제개혁 항목은 은본위제 이탈과 

金換本位制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1928년 회의’는 외국인 자문위원회 조직으로 이어졌고, 1928년 8월 鐵

道部長 孫科가 케머러와 접촉을 시작하였다.38) 그 결과 同年 10월 28일 

30) ｢全國財政 議規程｣, 全國財政 議秘書處 編, �全國財政 議彙編�, 國民政府財政

部祕書處總務科, 1928, pp.1-3(�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編 第二十九輯, 文海出版

社, 1974 所收, 이하 ‘�全國財政 議彙編�’으로 약칭).
31) ｢審査劃分國地收支及監督地方財政條例案報告書｣, �全國財政 議彙編�, pp.21-30.
32) ｢審査確定海陸軍經費由國家支給嚴禁提撥案軍費政費均宜統一由中央分配審計案及

軍費由中央核定總數分配月撥不得截留提取案｣, �全國財政 議彙編�, pp.36-37. 
33) ｢審査建議政府剋期裁兵從事建設案報告書｣, �全國財政 議彙編�, pp.77-84.
34) ｢整理財政大綱案(審査修正報告)｣, �全國財政 議彙編�, pp.17-18; ｢審査籌備關稅

自主裁撤釐金案報告書｣, �全國財政 議彙編�, pp.27-32. 
35) ｢審査銀行幣制各案報告書｣, �全國財政 議彙編�, pp.138-139. 
36) 榮孟源 主編, �中國國民黨歷次代表大 及中央全 資料� 上篇, 光明日報出版社, 

1985, pp.640-641. 
37) 朱子爽, �中国国民党政纲政策概要�, 独立出版社, 1948, pp.77-79.
38) <Dr. Sun Fo, Minister of Railways of the Republic of China care of Mr. Frank W. 

Lee, 1928.10.22.>, K.P.(B.102, F.41). 세계 각국에서의 케머러 위원회 활동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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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공채, 회계ㆍ예산, 금융, 해관행정 등 다섯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었다.39) 이전의 외국인 자문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각국의 폐

제개혁과 금융문제를 해결한 케머러의 경험과 명망을 높게 평가하여 환영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40) 1929년 2월 9일 상해에 도착한 케머러는 

10개월간 중국의 재정상황과 금융제도의 조사를 거쳐 南京國民政府에 재

정ㆍ경제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2. 케머러 위원회의 金換本位制 도입안

1929년 12월 10일 케머러 위원회는 중국의 재정ㆍ금융제도 조사활동을 

마치고, ｢점진적 금본위제 도입법 계획안｣(이하 ‘｢도입법｣’으로 약칭)을 

제출하였다.41) ｢도입법｣은 ‘본위와 가치단위’, ‘화폐와 조폐’, ‘금본위폐제

의 법률상의 지위’, ‘금본위 유지-행정기관 및 운용방식’, ‘금본위통화의 

비금본위통화 대체’으로 구성되었고, ｢도입법｣ 내용은 점진적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의 실시, 재원마련과 금본위기금 유지ㆍ관리, 직접도입방식에 의

한 金換本位制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42)

우선, 케머러 위원회는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복잡한 화폐상황으로 인

해 전국적인 규모로 金換本位制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입법｣은 선진지역에서 폐제개혁을 우선적으

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개혁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식을 채용하였다(제1

(환)본위제 폐제개혁 및 통화 안정화, 중앙은행 정비 및 재조직, 조세체계 및 재

정제도 개혁의 세 측면에 집중하고 있었다(Díaz Alejandro, “House Calls of the 

Money Doctor: The Kemmerer Missions to Latin America, 1917-1931”, Money 

Doctors, Foreign Debts, and Economic Reforms in Latin America from the 1890s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 Inc, 1994). 南京國民政府가 케머러와 접촉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39) <Dr. Sun Fo, Minister of Railways of the Republic of China care of Mr. Frank W. 

Lee, 1928.10.22.>, K.P.(B.102, F.41). 위원회 구성에 사용된 금액은 400,000만 달

러로, 기타 체재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더욱 증가한다. 
40) 藹廬, ｢歡迎財政顧問凱末爾博士｣, �銀行週報� 第13卷 第8號, 1929.3.5.
41)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Project of Law for the Gradual Introduction of a Gold Standard Currency System 

in China together with a Report in Support thereof, Bureau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1929(이하 P.G.G.C.(1929)로 약칭).
42) P.G.G.C.(1929), pp.1-27. 이하 본문에 등장하는 ｢도입법｣ 조항의 서술은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조항)’의 형식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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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여기서 ｢도입법｣의 점진적 개혁이라는 것은 ‘1928년 회의’에 따른 廢

兩改元 이후 金換本位制로 移行한다는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개혁범위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공간적인 것이었다.43)

다음으로, ｢도입법｣은 金換本位制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과 

金換本位制 유지를 위한 준비금 조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

다. ｢도입법｣은 幣制處를 설립하여 금본위기금의 조성과 유지 등의 사무

를 관장할 것을 규정하고(제16조), 8종의 신용화폐 주조이익을 금본위기금

의 주요재원으로 설정하였다(제5조).44) 그리고 위원회는 銀元 가치에 맞추

어 금본위화폐의 가치단위를 순금 60.1866Cg으로 설정하고, 명칭을 ‘孫’으

로 결정하였다(제2조). ｢도입법｣은 金幣(金孫)를 주조하지 않고, 銀幣인 銀

孫을 주조하여 유통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金孫은 40센트의 가치단위일 

뿐 실제로 유통되는 것은 액면가 40센트의 신용화폐인 銀孫이었다. 결국 

銀孫은 銀幣이지만 실질상으로 銀元의 계승화폐이자 금본위화폐가 되었

다.45)

마지막으로 ｢도입법｣은 간접도입방식과 직접도입방식의 장단점을 제시

하고, 廢兩改元을 생략하고 金換本位制를 도입하여 기존 통화를 新화폐로 

정리한다는 직접도입방식을 건의하였다.46) 간접도입방식은 소재가치와 액

면가치가 동일한 銀元을 중심으로 중국의 번다한 화폐를 통일시키는 ‘1차 

43) 폐제개혁의 점진적 실시는 청조의 ｢幣制則例｣ 및 북경정부의 ｢國幣條例及施行

細則｣에서 은본위제 폐제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적 있는 개혁방식이었다. 하지

만 이전의 金換本位制 도입안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다(諸靑來, ｢甘末爾幣

制計劃評論｣, �東方雜誌� 第27卷 第16號, 1930.8.25, p.21).

명칭 주성분 액면가(센트) 무게(g) 순도(‰) 주조이익(%) 기타

銀孫 은 40 20 800 33.3 순은 16g

五角 銀幣 은 20 10 720 40 순은 7.2g

二角 銀幣 은 8 4 720 40 순은 2.88g

一角 鎳幣 니켈 4 4.5 1000 90

五分 鎳幣 니켈 2 3.5 1000 85

一分 銅幣 구리 0.4 5 950 50

五釐 銅幣 구리 0.2 3 950 40

二釐 銅幣 구리 0.08 1.5 950 20

44) 금본위기금의 재원은 주조이익, 외환 수수료, 금본위기금의 투자수입과 이자수

입, 중앙은행 주식 발매이익, 금본위화폐 운용의 諸收入, 차관수입을 설정하였다

(제18조). 보조화폐는 소재가치가 은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주조이익이 크다. 

위원회의 건의한 주조화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III>과 같다. 

<표-III> 화폐의 주조이익

※ 근거 자료: P.G.G.C.(1929), pp.91-101을 참조하여 재구성.
45) P.G.G.C.(1929), p.91.
46) P.G.G.C.(1929),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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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완료한 이후 金換本位制로 이행하는 ‘2차 개혁’을 실시하는 방식

이었다.47) 하지만 ‘2차 개혁’과정에서는 금본위화폐를 주조ㆍ유통시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감소시켜 銀元의 화폐가치를 제고시켜야 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수축에 따른 물가하락과 경제침체 등 경제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와 거액의 주조이익을 국가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는 문제

점이 있었다.48)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金換本位制 도입 과정에서 銀孫(간접도입방

식에서는 銀元) 1억 2000만 달러(USD), 銀角 1억 4400만 달러(USD)의 주

조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非銀幣의 주조이익 6800만 달러(USD)의 주조

이익이 추가된다.49) 즉 직접도입방식에 의한 金換本位制 도입은 3억 3200

만 달러의 주조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간접도입방식에서는 화폐가치 

상승분 2억 4000만 달러(銀元 1억 2000만 달러+新銀角 1억 2000만 달러)

을 제외한 新銀角의 주조이익 2400만 달러와 非銀幣의 주조이익 6800만 

달러만을 흡수하여 9200만 달러로 한정되었다.50) 케머러 위원회의 화폐 

유통량 추정치와 총인구 추산치 증감에 따라 주조이익은 변화가 있겠지

만, 직접도입방식과 간접도입방식의 주조이익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직

접도입방식은 통화수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었지만, 신용화폐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간접도입방

식에 비해 강한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 일정기간 화폐의 유통이 인정되므로 화폐와 新화폐의 교환비율은 

국제은가의 변동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다.

47) ｢도입법｣은 간접도입방식과 직접도입방식을 결합한 복합도입방식을 하였다. 복

합도입방식은 간접도입방식에 의해 ‘1차 개혁’을 성공한 이후 銀元의 액면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도입방식과 같이 新銀幣(銀孫)으로 교체하는 방식

이다. 복합도입방식에 의한 장단점과 평가는 P.G.G.C.(1929), pp.85-87을 참조.
48) 간접도입방식에 따르면 ‘1차 개혁’이 성공하면 중국은 소재가치와 액면가치가 

동일한 40센트의 銀元이 유통된다. 금속화폐의 특성상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초과할 경우 私銷로 인한 통화퇴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도입법｣

은 금본위화폐의 액면가치와 소재가치의 차이를 33% 혹은 ⅓ 이상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제11조). 따라서 銀元의 화폐가치를 60센트로 상승시켜야 하였

다. 
49) 화폐 주조량은 간접도입방식은 新銀幣 12억元(7.2억 달러)이고, 직접도입방식은 

新銀幣 18억孫(7.2억 달러)이 되었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액면가 60센트

의 新銀元, 후자는 액면가 40센트의 銀孫이 주조ㆍ유통되는 것이었다. 직접도입

방식과 간접도입방식에 의한 주조이익의 산출은 P.G.G.C.(1929), pp.76-79를 참

조.
50) 케머러 위원회는 1929년 중국의 1인당 銀幣 유통량을 1.8달러(銀元 4.5元), 非銀

幣의 1인당 유통량을 26.4센트(0.66孫)로 추산하고, 중국의 인구를 4억명으로 가

정하였다(P.G.G.C.(1929), pp.76-78; P.G.G.C.(1929),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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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도입방식에 의한 폐제개혁의 실행절차는 우선 財政部長이 최소 60

일 이전 金本位幣制通行日(Gold-standard Currency Circulation Date)을 공포

하며 시작된다(제11조). 이 시기부터 금본위화폐는 화폐와 함께 유통되

며 화폐는 수시로 발표하는 환산비율에 따라 각지의 兌換處에서 금본위

화폐로 교체되고, 상거래와 조세 징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金本位

幣制通行日을 시행한 1년 내에 金本位法幣日(Gold standard Legal Tender 

Date)을 선포하고, 최소 6개월 이후 실시한다(제13조). 이 시기부터 금본위

화폐는 법정통화의 권리를 갖게 되어 사용이 강제된다. 金本位幣制通行日 

실시 이후 財政部長은 債務換算日(Debt Adjustment Date)을 결정하여 화

폐를 단위로 체결된 채무관계를 국가에서 산정한 환산비율에 의해 환산한

다(제15조). 또한 銅幣鞏固日(Copper Coin Stabilization Date)을 공고하여 

銅元 200枚를 1孫의 비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財政部長은 後紙幣回收日

(Final Note Retirement Date)을 선포하여, 중앙은행 혹은 중앙준비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한다. 

財政部長 宋子文은 1929년 2월 9일 케머러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위원회 설립 직후까지도 1928년 회의의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 방침

을 유지하고 있었다.51) 하지만 그의 입장은 1929년 7월 13일 폐제개혁 분

과위원회 회의에서 케머러 위원회가 건의하는 ‘일반형(General Type)’에 

따른 金換本位制 폐제개혁 의사를 표명하면서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그

는 위원회 건의에 따라 孫幣를 본위화폐로 하고 廣東省에서 폐제개혁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혁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52) 宋子文이 ‘일반

형(General Type)’에 의거하여 폐제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도입법｣에

서의 직접도입방식에 의한 개혁방식을 지칭하는 용어(General Plan)를 뜻

하는 것이었다.53) 

1929년 11월 13일 宋子文은 케머러 활동 이후 통화ㆍ금융위원 린치(F. 

B. Lynch), 국가신용위원 영(A. N. Young), 조세위원 로크하트(O. C. 

Lockhart), 해관정책위원 월리스(B. B. Wallace), 회계ㆍ예산위원 윌리엄 왓

슨(William Watson) 등을 南京國民政府의 재정고문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뜻을 케머러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폐제개혁에 착수할 경우 케

머러의 기술자문 의사를 타진하였다.54) ｢도입법｣에 근거한 金換本位制 폐

51) <Conference with T.V. Soong, Minister of Finance, at Hotel Burlington, 1929.2.9.>, 

K.P.(B110, F25).
52) <Diaries of Edwin Kemmerer, 1929.7.13.>, K.P.(B.291, F.7).
53) P.G.G.C.(1929), p.88. 
54) <Diaries of Edwin Kemmerer, 1929.11.13.>, K.P(B.292, F.7). 클리브랜드(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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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의 실시는 1929년 12월 17일 케머러에게 金換本位制 폐제개혁 고문

직을 제안하면서 명확해졌고, 宋子文은 폐제개혁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준비하여 1930년 6월 혹은 7월 廣東省에서부터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

였다.55) 

Cleveland), 로크하트(Oliver C. Lockhart), 린치(F. B. Lynch), 영(A. N. Young), 월

리스(Benjamin B. Wallace), 왓슨(William Watson) 등은 케머러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南京國民政府의 재정고문으로 활동하였다(Arthur N. Young, 1971, 

p.338).
55) <Diaries of Edwin Kemmerer, 1929.12.17.>, K.P(B.292,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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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海關金單位制度의 내용과 실시 과정

1. 1929년 대공황과 은가하락

1875년까지 1온스에 1달러 24센트를 유지하던 국제은가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단기 폭등하여 1919년 1달러 12센트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

을 제외하고,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하향세에 있었다.56) 戰後 완

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은가는 1929년 1월 1온스에 57.33센트에서 12

월 48.79센트로 14.9% 급락하였고, 환율 상승 위기감을 고조시켰다.57) 

<그림–I> 1927-1932년 월별 뉴욕시장 은 가격 추이58)

은본위제 국가에서 銀은 가치 척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결제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국제은가 하락은 이론적으로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은 유입이 증가하며 경기가 활성화되

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채ㆍ배상금은 외화(金幣)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은폐가치 하락은 외채ㆍ배상금 상환액 증가로 이어져 

56)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Mint,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of 

the Min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1, p.125.
57) <부록 표-IV> 참조. 
58) 다음 <그림-I>은 <부록 표-IV>에 근거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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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59) 1929년 국제은가 폭락

은 중국에서 ‘金貴銀賤’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림–II> 국제시장의 금ㆍ은 가격, 그리고 '金銀比價' 변동 추이60)

1870년까지 평균 1:15 비율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金銀比價’

는 1902년 1:39.15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61) 이 시기 

‘金銀比價’ 급격한 변화는 국제금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국제금가는 

1870년 이래 1온스에 20.64달러를 유지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0년 

27.48달러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대공황 이전까지 평균 

20.66달러 선을 유지하였다. 1929년 평균 국제금가는 20.63달러에서 1930

년 20.66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62) 1929년 평균 국제은가는 53.31

59) 木越義則, �近代中國と廣域 場圈-海關統計によるマクロ的アプローチ�, 京都大學

學術出版 , 2012, pp.31-34. 木越義則은 ‘銀效果重視說’과 ‘銀效果否定說’로 구분

하여 은가하락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은가하락의 부정적인 측면은 주로 국가재

정과 관련된 문제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의 경제활동에는 일정 정도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60) <그림-II>는 United States,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Treasury Dept., 1931, p.702와 <부록 표-II>, 그리고 <부록 

표-III>에 근거한 그래프이다. 
61) <부록 표-II> 참조. 1915년 1:40.48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은가

상승 국면에서 1919년 1:18.44까지 떨어져 고점대비 54.4%가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하여 1921년 1:32.76으로 77.65% 상승하였다. 
62) United States,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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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에서 1930년 38.47센트로 27.84% 폭락하였다.63) 즉 '金銀比價'의 급격

한 변동은 은가하락의 결과였고, 1929년 은가 폭락에 따른 ‘金貴銀賤’은 

은본위제 국가인 중국의 화폐가치(은폐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64) 

이에 南京國民政府 시기 경제전문가ㆍ정부 관료들은 1929년 은가 폭락

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분석은 은 수

요-공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고, 다만 세부사항

에서 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65) 은가 

폭락은 공급 측면에서 은 생산량 증가와 수요 측면에서 戰後 인도, 일본, 

베트남의 金換本位制 복귀에 의한 은 수요 감소와 廢貨銀의 국제시장으로

의 재유입량 증가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66) 

공급 측면에서 국제 은 생산량은 1875년 이후 매년 대체로 증가하는 추

세였지만 1929년을 前後하여 연평균 생산량이 은가 폭락을 초래할 만큼 

폭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29년 은가 폭락은 은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

만은 아니었다.67) 수요 측면에서도 금(환)본위제 실시는 은 수요 감소와 

廢貨銀의 발생으로 국제시장으로의 재유입량 증가와 수요 감소를 유발하

지만, 이것은 은본위제를 이탈하여 금(환)본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한

정된다. 따라서 戰後 각국의 금(환)본위제 ‘복귀’가 국제시장의 은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었다.68) 

Finances, Treasury Dept., 1931, p.702. 세계 금 생산량은 다소 증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1912년 22.605,068온스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1922년 15,451,945온스로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30년 20,160,355온스, 1937년 35,118,298온스를 생산하였다(<부록 표-I> 참조).
63) <부록 표-IV> 참조.
64) <부록 표-V> 참조. 
65) 은가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정부 관료와 금융전문가의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경제전문가의 은가하락 원인분석은 兪寰澄, ｢ 於金貴銀賤之意見｣, �金貴銀賤問

題叢刊�, pp.96-97; 貝崧蓀, ｢金貴銀賤問題之原原本本｣, �金貴銀賤問題之討論� 第

一冊, 華通書局(中國國家圖書館), 1930, pp.34-49을 참조(이하 중국국가도서관 디

지털자료를 이용할 경우 ‘(中國國家圖書館)’의 형식으로 약칭). 工商部長 孔祥熙

의 분석은 ｢工商部奉擬金貴銀賤之原由影響及救濟辦法呈｣(1930.1.15), �中華民國

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五), pp.129-130을 참조.
66) 劉大鈞, ｢金價之前途 我國之幣制｣, 工商訪問局 編, �金貴銀賤問題叢刊�, 中央印

務局, 1930, pp.371-375(이하 ‘�金貴銀賤問題叢刊�’으로 약칭). 劉大鈞은 金ㆍ銀 

수요ㆍ공급 측면을 분석하여 국제은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였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금(환)본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7) <부록 표-I> 참조. 에드워드 칸은 1920년대 은가하락 추세가 은 공급량 증가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1929년 은가 폭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였

다(耿愛德(Kann), ｢銀價低落之三因｣, �金貴銀賤問題之討論�(中國國家圖書館), 

1930. pp.11-14).
68) 인도는 1899년 1파운드와 15루피를 연동한 金換本位制를 실시한 이후 금본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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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銀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일반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

에 銀價는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金幣 구매력에 영향을 받았

다.69) 따라서 국제은가 등락은 금본위제 국가의 도매물가지수 추이(화폐 

구매력의 역수)를 통한 금폐 구매력의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도매물가지수가 급등하였는데, 

1914년 7월 기준(100)으로 1920년 뉴욕 241(2월), 런던 326(3월), 동경 

338(3월)을 기록하여 경기호황의 정점을 기록하였다.70) 하지만 이를 기점

으로 하락 반전하여 대공황 직후인 1929년 10월 뉴욕 142.4, 런던 136.2, 

동경 171.9을 기록하며, 각각 고점대비 40.91%, 58.22%, 49.14% 하락하였

다.71)

여기서 금본위제 국가의 물가하락과 은본위제 국가 사이에 특수한 관계

가 형성되는데, 금본위제 국가의 물가하락은 금폐가치를 상대적으로 상승

시키면서 금가상승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금본위제 국가의 화폐구매

력이 상승하면서 은본위제 국가의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된다.72)

은폐가치 하락은 외화(금폐)로 상환해야 하는 외채ㆍ배상금 상환액을 

증가시켰고, 중국 정부의 대외 채무액 증가를 유발하여 외채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외채ㆍ배상금 상환액을 제외한 해관세수는 關餘 

형식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되었는데, 재정곤란에 처해 있었던 南京國民政

府는 해관세를 담보로 설정하여 내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외채ㆍ배상금 상

환액 증가는 關餘 감소로 이어져 內債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

다.73)

를 이탈한 적이 없었고, 戰後 폐제개혁은 金換本位制에서 金塊本位制를 실시한 

것으로 인도는 넓은 의미에서 금본위제를 이탈한 적이 없었다. 戰前과 戰後 인

도의 폐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각각 Edwin Walter Kemmerer, Modern Currency 

Reforms; a History and Discussion of Recent Currency Reforms in India, Porto 

Rico, Philippine Islands, Straits Settlements and Mexico, Macmillan, 1916, pp.3-147; 

Dickson H. Leavens, Silver Money, The Principia Press, 1939, pp.174-184를 참조. 

일본도 1897년 金換本位制를 도입한 이후 은본위제로 복귀한 적이 없었고, 金解

禁 이후 대량의 은 유출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으로의 순유입량

은 다소 증가하였다(日本銀行調査局 編, �本邦經濟統計 1931�, 日本銀行, 1932, 

p.76). 1930년 베트남의 金換本位制 도입은 1929년 은가 폭락과 관계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베트남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Herbert 

Max Bratter, The Price of Silver,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0, 

pp.16-17).
69) Herbert Max Bratter, 1930, p.2.
70) 日本銀行調査局, �本邦經濟統計�, 日本銀行調査局, 1929, p.140.
71) 日本銀行調査局, �本邦經濟統計�, 日本銀行調査局, 1932, p.102.
72) 東洋經濟新報社 編, �日本經濟年報�, 東洋經濟新報社, 1930, pp.58-59.
73) 辛亥革命으로 해관세수의 보관과 관할권은 總稅務司에게 위임되었고, 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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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I> 세계 주요도시의 도매물가지수와 국제은가 변동 추이74)

2. 해관세 금본위화폐 징수안과 海關金單位制度 시행 

케머러 위원회는 ｢도입법｣과 함께 ｢해관수입세 금본위화폐 징수법 계획

안｣(이하 ｢징수법｣이라고 약칭)을 제출하였다.75) 케머러 위원회 건의 이전

에도 해관세 금폐 징수안은 환율 상승 시기에 關餘 감소 방지할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19세기 후반 은가하락을 배경으로 1896년 總稅務司 로버트 

하트는 해관세 금폐 징수안을 제출하였다.76) 하지만 관세주권을 상실한 

청조는 관세조약을 수정하여 협정관세를 폐지시키지 않는 이상 세율을 인

상할 수 없었고, 이러한 까닭으로 하트는 명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대신하여 해관세 징수단위인 關平銀에 일정한 金平價를 부여하여 

는 배상금을 상환하고 남은 해관세수를 청조에 이양하였다. 즉 ‘關餘’라는 개념

은 신해혁명 이후 형성된 개념이다(康之國, ｢“關餘”產生的時間｣, �史學月刊� 3, 

1999; 孫修福, ｢“關餘”之由來及其真正含義｣, �民國春秋� 3, 1994).
74) 다음의 <그림-I>은 日本銀行調査局, �本邦經濟統計�, 日本銀行調査局, 1932, 

p.102와 United States,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Treasury Dept., 1931, p.702에 근거한 그래프이다.
75) E. W. Kemmerer, Report on Project of Law for Placing Customs Duties on Imports 

from abroad upon a Gold Basis, Bureau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1929(이하 R.P.C.G.(1929)로 약칭).
76) 陳詩啓, �中國近代海關史(晩淸部分)�, 人民出版社, 1993,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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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세수를 보전하고자 하였다.77) 해관세 금폐 징수를 통해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대한 청조의 시도는 결국 중국 무역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

다.78) 불평등조약체제 하에서 중국은 세칙 수정 및 관세율 설정 등 해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열강의 제약을 받았다.

1920년대 국제은가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하향세가 뚜렷해졌고, 

1920년대 초반부터 다시 해관세 금폐 징수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해관세 금폐 징수 주장은 안정적인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의 유지를 명분으

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關餘 증가를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징수법｣ 

제출 이전 해관세 금폐 징수 주장은 논자마다 범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금폐 징수대상을 수입세로만 한정하지 않았고, 輸入稅와 輸出稅를 포함한 

해관세수 전반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CIF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과 수입항구의 시장가격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금폐로 징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79) 해관세 금폐 징수를 

반대하는 논자들은 CIF 가격 하락(수입상품 가격의 하락)에 따른 해관세

수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여 반대하였을 뿐, 해관세 징수단위를 금폐로 하

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80) 

1929년 은가 폭락은 채무불이행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위원회는 

1929년 5월 14일 ｢징수법｣ 초안을 제출하여 해관세수 전반에 걸친 외화

(금폐) 징수를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宋子文은 중국의 상황에

서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거부하였고, 위원회는 25일 적용

대상을 수입세에 한정하고 金單位를 설정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

여 재차 전달하였다.81) 이후 위원회는 10월 7일 ｢징수법｣을 宋子文에게 

제출하였고, 1929년 12월 10일 케머러 위원회 활동결과로 다음과 같은 ｢

징수법｣을 제출하였다.82) 

77) Stanley F. Wright(姚曾廙 譯), �中國關稅沿革史�, 三聯書店, 1958, pp.334-336. 
78) 王樹槐, �庚子賠款�,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1975, pp.196-200.
79) 鄭鐘珪, ｢關稅用金改徵私議｣, �銀行月刊� 第3卷 11號, 1923,11.20; 劉大鈞, 

“Consolidation Of Chinese Unsecured Loans”,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 No.3, 1923, pp.137-138; 顔惠慶, ｢關稅徵金問題｣, �銀行月

刊� 第7卷 1號, 1927.1.20, pp.3-4. 해관세 금폐 징수의 찬반 주장은 劉大鈞, ｢改

良關稅徵收制度 改征金幣之商榷｣, �銀行週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59를 

참조.
80) 馬寅初, ｢銀價低落救濟問題｣, �馬寅初全集� 第4卷, pp.9-10; 劉大鈞, ｢改良關稅徵

收制度 改征金幣之商榷｣, �銀行週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58.
81) 吳景平, 2007, pp.65-66. 
82) R.P.C.G.(192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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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某日 이후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의 세금은 순금 

60.1866Cg에 해당하는 금단위인 孫으로 과세될 것이다. 本令에 따

라 孫은 금본위화폐 단위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될 것이고, 따라서 

가치가 미화 0.4달러, 파운드화 19.7265펜스, 円貨 0.8025円으로 간

주될 것이다.

제2조 현재 海關兩으로 과세되는 모든 수입세는 1.75孫 당 關平

銀 1兩의 비율로 孫으로 변환될 것이다. 海關兩 1兩=1.75孫

제3조 금본위화폐로 지불이 규정될 때까지, 孫으로 납부해야 하

는 세금은 각 지역에서 유통되는 銀元, 銀兩 및 기타 通貨로 각 지

역 해관에서 사용이 허용될 것이다. 이들 통화들은 그때그때 발표

되는 공식 환산비율에 따라 납부될 것이다. 전술한 공식 환산비율

은 가능한 한 해당 화폐와 금본위화폐의 시장 환율에 최대한 기초

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소한 3일 공식 환산비율의 변경의 공고가 

고시되어야 한다.83) 

｢징수법｣은 해관세 금폐 징수의 적용범위를 수입세에 한정하고, 수출세, 

선박세(船鈔, Tonnage Dues), 연안무역세(復進口稅, Coast Trade Duties), 통

과세(Transit Dues), 常關稅(Native Customs Duties)는 이전 징수 규정대로 

關平銀으로 징수할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1920년대 제기되었던 해관

세 금폐 징수안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었다.84) 또한 ｢징수법｣은 金換本位

制 도입으로 금본위화폐 銀孫이 유통되기 전까지 징수방식을 변경하지 않

고, 銀元ㆍ銀兩 및 기타 통화 등의 實銀으로 수입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

였다. 케머러 위원회는 ｢도입법｣에 의거한 金換本位制 도입이 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폐제개혁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폐제개혁이 완료될 때

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수행하기 위

하여 ｢징수법｣ 실시를 건의하였다.85) 

｢징수법｣은 ｢도입법｣에서 본위화폐로 설정한 ‘孫’(40센트)을 징수단위로 

하여 關平銀 1兩에 1.75孫으로 징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은가가 하

락하여 은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關平銀 1兩 가치는 70센트로 고정되었

다. 가령 ｢징수법｣이 실시되기 전 關平銀 10兩의 수입세를 과세하는 경우, 

83) R.P.C.G.(1929), p.1.
84) R.P.C.G.(1929), p.3.
85) R.P.C.G.(1929),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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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元 11.14兩과 同價의 銀幣(銀元ㆍ銀兩)을 징수하였다.86) 規元 11.14兩 가

치는 은폐가치 증감에 따라 가치가 불안정하였고, 장기적인 은가하락 추

세에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징수법｣ 실시 이후에는 

關平銀 10兩 가치는 17.5孫이므로 은폐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7달러에 

해당하는 銀幣(銀元ㆍ銀兩)를 과세하기 때문에 은폐가치가 하락하면 은폐 

납세액은 증가하게 된다. 수입세는 수입세칙 규정대로 산정하여 關平銀 1

兩을 1.75孫으로 환산하여 과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면 납세자는 당일의 

환산비율에 따라 과세된 孫에 해당하는 銀幣를 납세하였다. 즉 당일 規元 

가치가 60센트라면 規元 1兩은 海關金 1.5孫으로 환산되고, 規元 가치가 

하락하여 50센트가 되었다면 規元 1兩은 1.25孫으로 환산되었다.87) 즉 ｢징

수법｣을 전후로 수입세 납세 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다만 과세 방식에만 

변화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징수법｣ 제출 당시 關平銀 가치 60센트

(1929년 4/4분기 평균 은폐가치)가 아닌 1929년 1월 은폐가치를 기준으로 

70센트의 금평가를 부여한 것은 1929년 4/4분기의 은폐가치가 비정상적으

로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88)

1930년 1월 13일 財政部와 工商部는 지속되는 ‘金貴銀賤’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하여 15일에 連席 議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同日 저녁 工商

部長 孔祥熙는 馬寅初, 劉大鈞, 賈士毅 등의 경제전문가를 소집하여 ‘金貴

銀賤’ 대책을 검토하였고,89) 14일 財政部長 宋子文과 가진 비공식회의 석

상에서 海關金單位制度와 관련된 사항을 절충하여 中央政治 議에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다.90)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는 1930년 1월 15일 제212차 中

央政治 議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고,91) 國民政府令으로 2월 1일 실시가 

공포되었다.92) 同日 財政部는 財政部令 제14725호로 總稅務司 메이즈(F. 

W. Maze)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달하였다.

86) 濱下武志, �中國近代經濟史硏究�, 汲古書院, 1989, p.335. 關平銀은 중량 581.47gr, 

순도 1000‰의 虛銀兩이고, 規元은 중량 565.6375gr, 순도 980‰의 虛銀兩이었다. 

따라서 關平銀 1兩은 規元 1.114兩으로 고정되었다. 
87) R.P.C.G.(1929), pp.5-6.
88) R.P.C.G.(1929), p.5. 위원회는 ｢징수법｣을 실시할 경우 해관수입세수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89) ｢救濟金價暴漲整理幣制入手｣, �申報� 1930.1.14.
90) ｢金價高漲風潮兩部商議救濟｣, �申報� 1930.1.15.
91) 中央政治 議秘書處 編, �政治 議工作報告�, 中央政治 議秘書處, 1931, p.130.
92) ｢十九年一月十五日自本年二月一日起實行海關進口稅一律改收金幣令｣(1930.1.15),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行政院公報� 16, 檔案出版社, 1994, p.19(이하 ‘�行政院

公報� 卷數’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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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金價暴漲과 銀價暴落으로 本年 상환해야 하는 외채 담보 關

稅 수입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적절한 근본적인 구제방

법을 준비하여 정부는 2월 1일부터 해관수입세는 일률적으로 海關

金單位로 산출하여 징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에서 규정한 海關

金單位 가치 순금 60.1866Cg은 달러화 40센트, 파운드화 19.7265펜

스, 円貨 0.8025円과 같다.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수입세는 

關平銀 1兩은 海關金單位 1.5에 해당하고 이는 1929년 말 3개월의 평

균 환율 規元 1兩 당 2실링 2.5펜스에 따라 환산한 것이다. 3월 16일부터

는 關平銀 1兩은 海關金單位 1.75에 해당한다. 이는 1929년 1월의 평

균 환율 規元 1兩 당 2실링 7펜스에 따라 환산한 것이다. 단 銀元ㆍ銀兩 

및 기타 은폐는 이전대로 사용을 허용하고, 海關金單位와의 환산은 

總稅務司가 수시로 3일 이전에 공포한다.93)

1월 20일 總稅務司 메이즈는 각 해관 세무사에게 ｢海關總稅務司署通令｣ 

제4025호를 발표하여 1930년 2월 1일부터 수입세 징수단위를 금단위로 改

用할 것을 명령하였다.94)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수입세 징수단위가 關平

銀에서 海關金으로 변경되었다.95) 海關金單位制度는 ‘孫’의 명칭을 ‘海關

金’으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고, 적용범위, 關平銀에 부여한 금평가 등이 

모두 ｢징수법｣과 일치하였다. 또한 銀幣와 해관금의 환산비율 고시와 관

련해서도 海關金單位制度 시행령은 ｢징수법｣을 준수하여 總稅務司가 환산

비율을 산정하여 최소한 3일 이전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海關金單

位制度 실시 이후 總稅務司署 고시가 외환 시장 변화를 즉각 반영하지 못

하였고, 이에 財政部는 1930년 2월 28일 財政部訓令 제15841호를 總稅務

司에게 전달하여 외환시장 변화에 따라 환산비율을 매일 고시할 것을 명

령하였다. 이에 總稅務司 메이즈는 海關總稅務司署通令 제4037호를 통하

여 3월 1일부터 외환업무가 가능한 15개 무역항에서 환산비율을 매일 고

93) ｢財政部關于徵收海關進口稅一律改用海關金單位計算電｣(1930.1.15), 財政部財政科

學研究所ㆍ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國民政府財政金融稅收檔案史料�, 中國財政經

濟出版社, 1996, pp.793-794(이하 ‘�國民政府財政金融稅收檔案史料�’로 약칭).
94) ｢爲飭知1930年2月1日起進口稅改用金單位計算事｣(1930.1.20), 黃勝強 編, � 中國

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1861-1942年)� 第2輯, 中國海關出版社, 2003, p.487(이하 

‘� 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 第2輯’으로 약칭).
95) 海關金單位制度 시행령은 단위를 확실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海關中外貿易

統計年刊�(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中國 海關史料�, 京華出版社, 2001 所收)에 

의거하여 ‘元’의 단위를 사용한다(이하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中國 海關史料

�, 京華出版社, 2001는 ‘�中國 海關史料�, 第(冊數)冊’의 형식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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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그 이외의 항구는 기존대로 總稅務司署에서 발표하는 공식 환산비

율을 따를 것을 결정하였다.96)

海關金單位制度는 ｢징수법｣에서 설정한 경과조치를 준수하고 있었는데, 

｢징수법｣에서 시행 발표 이후 최소 6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정식 실시 이전 은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관세수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발표 15일 이후 경과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

고하였다. 경과조치는 1929년 4/4분기 평균 規元 가치 2실링 2.5펜스(26.5

펜스, 미화 60센트)를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97) 1930년 1

월 15일 발표된 海關金單位制度 시행령에서는 15일 후인 2월 1일부터 關

平銀에 29.521펜스(미화 60센트)의 금평가를 부여하고, 60일 이후인 3월 

16일부터 34.534펜스(미화 70센트)를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3. 海關金單位制度의 의의

海關金은 關平銀과 달리 금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은가하락에 의한 가

치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關平銀 가치는 은폐가치 증감에 관계없이 

1930년 2월 1일부터 60센트, 3월 16일부터 70센트로 고정되었다. 海關金單

位制度 실시를 전후로 1930년 1월 規元 가치가 50센트로 변하지 않는 상

황에서 각 시기별로 과세액 關平銀 1兩의 납세액 변화를 살펴보면, 海關

金單位制度 실시 이전 規元 1.114兩(55.7센트)을 납세한다. 2월 1일부터 關

平銀 1兩(海關金 1.5元)의 납세액은 規元 1.2兩(60센트)이고, 3월 16일 이

후 關平銀 1兩(海關金 1.75元)의 납세액은 規元 1.4兩(70센트)이 된다. 즉 

각 시기 납세액은 0.086兩(4.3센트), 0.286兩(14.4센트) 증가한다. 關平銀 가

치가 하락한 만큼 은폐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98) 

財政部長 宋子文은 海關金單位制度 실시가 대외 채무 상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하여도 종가세 상품 

96) ｢海關總稅務司署通令第4037號爲根據每日開盤 場金元 當地通用貨幣折合率折合

金單位事｣(1930.2.28), � 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1861-1942年)� 第2輯, 

p.491.
97) R.P.C.G.(1929), p.9.
98) 이러한 상황에서 역으로 향후 은폐가치가 상승 반전하여 1929년 1월 關平銀 가

치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海關金單位制度로 인해 해관수입세수 손실

이 발생하게 된다. 가령 1930년 3월 16일 이후 規元 가치가 폭등하여 80센트가 

되면 關平銀 1兩의 납세액은 規元 0.875兩(70센트)으로 規元 0.239兩(10센트)이 

감소한다. 즉 해관에서는 規元 가치 10센트 상승분에 해당하는 規元 0.239兩의 

수입세를 흡수하지 못하고, 납세자인 수입업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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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2-3% 정도만 상승하여 상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전하였다.99) 그의 주장대로 종가세 품목은 상품가격에 큰 변화가 발생하

지 않는다.100) 시장가격(도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품목은 환

율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가격(도

매가격)에 수렴하였다.101) 반면, 종량세 품목은 과세기준이 상품수량이었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은폐가치 하락은 온전히 해관수입세수 가치 감소로 이

어졌다.102) 또한 종량세 품목은 해관수입세수의 7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

지하였으므로,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의 직접적인 목적은 종량세 징수의 문

제 해결에 있었다. 海關金單位制度 실시가 종량세와 종가세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한 宋子文의 발언은 바로 종량세 품목의 가치저하를 

방지하여 해관세수를 증가시키고, 국가재정을 확충을 의미하였다.103) 

宋子文은 종가세 품목을 근거로 海關金單位制度의 관세수입 증가 효과

가 미미하다고 선전하였지만, 그는 종량세 품목의 관세수입 증가 효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1929년도 재정보고서에서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에 따라 은폐가치가 1929년 2월 해관세칙을 반포했을 당시의 ‘金銀比

價’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하였다.104) 즉 宋子文은 海關金單位制度가 하락

99) ｢海關進口稅改用｣, �申報�, 1930.1.16.
100) 馬寅初, ｢關稅徵金 改革幣制｣, �馬寅初全集� 第5卷, pp.220-221. 1930년 1월 평

균 規元 가치 24.5펜스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과세가격이 規元 100兩, 從

價稅 10%를 징수하는 상품 A는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이전 規元 11.14兩(關平銀 

10兩)을 납부하였다. 2월 1일부터 상품 A는 295.8975펜스(海關金 15元×19.7265펜

스)로 과세되었고, 수입상은 規元 12.08兩을 납부해야 하였다. 3월 16일 이후 과

세액은 345.21375펜스(海關金 17.5元×19.7265펜스)가 되고, 수입상은 規元 14.09

兩를 납부해야 하였다. 즉 각 시기 8.44%, 26.48% 증가하게 된다. 
101) 天津條約 이후 5% 종가세 규정으로 과세기준은 수입항구의 시장가격(은가)으로 

산정되게 되었고, 관세자주권 회복에 의해 중국은 조약에 의해 강제된 과세방식

에서 해방되어 1932년부터 수출입신고서(CIF 가격)에 기초하여 신고가격에 의해 

과세하였다(木越義則, 2012, p.229). 
102) ｢金融救濟辦法と關稅金建の影響｣, �時事新報�(神戶大學), 1930.1.26-1930.1.30(이

하 고베대학부속도서관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경우 ‘(神戶大學)’의 형식으로 약

칭). 대표적인 종량세 수입품목인 설탕을 통해 해관수입세수 증가를 살펴보면, 

1930년 2월 1일 이전 설탕 100근 당 關平銀 0.8兩을 징수하였고, 따라서 수입세

는 規元 0.89兩을 납부하였다.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이후 1930년 1월 평균 엔화

가치(100円 당 規元 98兩)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월 1일부터 수입세는 

0.963円(0.8兩×1.5×0.8025円)이 과세되고, 수입상은 規元 0.94374兩을 납부한다. 3

월 16일 이후 과세액은 1.12円(0.8兩×1.75×0.8025円)이 되고, 수입상은 規元 

1.0976兩을 납부한다.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이전 規元 0.89兩을 납부하던 것에서 

2월 1일부터 0.94374兩, 3월 16일부터 1.0976兩이 되며, 실시 이전에 비하여 각

각 6.03%, 23.33% 증가하게 된다. 
103) ｢關稅征金問題紀要｣, �銀行周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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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폐가치를 회복하여 해관세수의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에도, 종가세 품목의 상품가격 변화를 근거로 海關金單位制度의 해관수입

세수 상승효과를 오도하였다. 

케머러 위원회는 南京國民政府의 연간 외채ㆍ배상금 상환액을 약 4,000

만 달러로 추산하고, 1929년 은가 폭락으로 매월 상환액이 100만 달러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 케머러 위원회는 적용범위를 수입세

에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해관세수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해관

수입세수만으로도 외채ㆍ배상금 상환 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105) 실제로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로 南京國民政府의 해

관수입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06) 關平銀으로 기재된 해관수입세수

는 1929년 107,251,967兩에서 1930년 關平銀 135,840,000兩으로 26.66% 증

가하였는데, 연평균 關平銀 가치가 1929년 64센트에서 1930년 46센트로 

28.13% 하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관수입세수는 關平銀 가치 하락분

을 대부분 만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107)

해관수입세수 증가 효과는 1930년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108) 1930년 해관수입세수는 1월분 關平銀 

104) ｢十八年度財政報告書｣, 中國第二歷史檔案館, �中華民國工商稅收史料選集� 第一

輯(下冊), 南京大學出版社, 1996, pp.1698-1699(이하 ‘�中華民國工商稅收史料選集� 

第一輯(下冊)’으로 약칭).
105) R.P.C.G.(1929), pp.2-3. 
106) 해관수입세칙의 변화는 없었고, 수입 규모는 1929년 關平銀 1,265,778,821兩에서 

1930년 1,309,755,742兩으로 3.47% 증가하였다(�中國 海關史料� 第112冊, p.37). 
107) 고베상공회의소에서 환율 상승이 곧 실질적인 세율인상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

한 것은 바로 海關金單位制度가 갖는 수입세 추가 징수의 측면을 정확히 지적

한 것이다. 또한 일본상공회의소는 수입세의 증가문제가 關平銀에 부여한 금평

가 설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支那關稅金建徴収｣, �神戸

新聞�(神戶大學), 1930.2.1; ｢支那関税金単位を主題に印度綿織関税も討議｣, �大阪

時事新報�(神戶大學), 1930.2.25).
108) <표-IV>는 1928-1934년 해관수입세수 증감표 

연도
해관세수

(關平銀)

수입세수

(關平銀)

海關金

(元)

화폐가치

(달러)

海關金單位制度 미실시

(關平銀)

해관세수 수입세

1928 82,332,526 46,499,394 . 0.71 82,332,526 46,499,394 

1929 152,830,093 107,251,967 . 0.64 152,830,093 107,251,967 

1930 180,619,758 135,840,000 137,110,000 0.46 139,500,690 94,720,932

1931 247,113,397 201,980,000 173,234,000 0.34 148,122,540 98,990,857

1932 200,241,470 151,663,470 128,312,125 0.34 126,920,256 73,321,214

※근거 자료: �中國 海關史料� 第104冊, pp.35-36; �中國 海關史料� 第106冊, 

pp.37-38; �中國 海關史料� 第108冊, pp.38-39; �中國 海關史料� 第110冊, 

pp.39-40; �中國 海關史料� 第112冊, p.37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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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000兩과 海關金 137,110,000元으로 과세되었고, 해관수입세수는 關

平銀 135,840,000兩이 납세되었다.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海關金 137,110,000元는 關平銀 79,900,932兩으로 과세되었고, 1월분 關平

銀 14,820,000兩을 포함하여 해관수입세수는 關平銀 94,720,932兩으로 징수

될 것이었다.109) 결국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에 의해 南京國民政府는 關平

銀 41,119,068兩를 추가 징수하여 해관수입세수를 43.41% 증가시킬 수 있

었다. 해관세수의 증감은 외채ㆍ배상금 상환과 關餘와 관련되어 재정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였다. 海關金單位制度로 인한 해관세수 증가는 외채

ㆍ배상금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關餘 증가를 가져왔다. 1929-1931년 

사이 은폐가치가 하락하며 關平銀 가치는 각각 2실링 7
펜스, 1실링 10



펜스 1실링 6
 펜스로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南京國民政府가 연간 지

불해야하는 외채ㆍ배상금은 1929년 7,774,180파운드, 1930년 7,762,280파운

드, 1931년 8,262,460파운드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상환액은 關平銀 

58,650,012兩, 82,113,419兩, 107,552,073兩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海關金

單位制度 실시에 따라 해관수입세수 역시 증가하여 각각 關平銀 

107,251,967兩, 135,840,000兩, 201,980,000兩으로 증가하였다.

關平銀 가치가 폭락한 1931년을 살펴보면 海關金單位制度의 성과는 더

욱 뚜렷하다.110) 1931년 징수한 해관세수는 關平銀 247,113,397兩이 징수

되었는데, 외채ㆍ배상금 8,262,460파운드(關平銀 107,552,073兩)을 상환하고 

나면 關餘는 關平銀 139,561,324兩이 되었다. 만약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

하지 않았다면 해관세수는 關平銀 148,122,540兩를 징수할 것이었고, 따라

109) 1930년 1월 수입세는 關平銀으로 징수되었고,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海關

金 1.5元(關平銀 1兩), 3월 16일부터 1.75元(關平銀 1兩)으로 징수되었다. 편의상 

關平銀 1兩은 海關金 1.716元으로 계산한다.
110) <표-III> 1928-1934년 해관수입세수 증감표

연도

외채ㆍ배상금
해관세수

(關平銀)

關餘

(關平銀)

海關金單位制度 미실시

(파운드) (關平銀)
해관세수

(關平銀)

關餘

(關平銀)

1928 7,526,151 51,515,911 82,332,526 30,816,615 82,332,526 30,816,615

1929 7,774,180 58,650,012 152,830,093 94,180,081 152,830,093 94,180,081

1930 7,762,280 82,113,419 180,619,758 98,506,339 139,500,690 57,387,271

1931 8,262,460 107,552,073 247,113,397 139,561,324 148,122,540 40,570,467

1932 6,144,797 63,368,499 200,241,470 136,872,971 126,920,256 63,551,757

※근거 자료: �中國 海關史料� 第104冊, pp.35-36; �中國 海關史料� 第106冊, 

pp.37-38; �中國 海關史料� 第108冊, pp.38-39; �中國 海關史料� 第110冊, 

pp.39-40; �中國 海關史料� 第112冊, p.37, �中國 海關史料� 第112冊, 揷圖 p.2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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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關餘는 關平銀 40,570,467兩에 불과할 것이었다. 海關金單位制度를 실

시함으로써 南京國民政府는 關平銀 1억량에 육박하는 수입세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었고, 은폐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채ㆍ배상금 상환

과 함께 關餘가 증가하게 되었다.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는 관세자주권을 회복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

다. 사법원장 王寵惠는 각국이 南京國民政府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한 이상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에 각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

고, 아직 일본과의 관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해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111) 하지만 

중일관세조약이 미체결된 상황에서 일본이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에 강력히 

반대한다면 ‘關稅新約’에 명시되어 있는 무차별대우 조항으로 인해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었다.112)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에 대해 일본 大藏省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일본정부가 중국의 관세자주권을 원칙적

으로 인정한 이상 강력한 항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수

입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선후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온건한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113) 하지만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의 상인단체들은 강

력하게 비판하였다. 고베상공회의소는 海關金單位制度가 실시되면, 환위험

이 상인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해관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海關金單位制度의 목적이 관세 담보 외채의 상환에 있

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海關金의 가치를 조정하여 낮추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관수입세수 상승률에 관하여 논자들마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

만 고베상공회의소의 추산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7% 증가

하고, 3월 16일 이후 25% 증가하여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

111) ｢關稅徵金問題紀要｣, �銀行週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7. 總稅務司 메이즈

는 로버트 하트가 건의하였던 關金 징수안은 열강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지

만, 南京國民政府는 관세자주권을 인정받았으므로,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12) ｢金建実施の如何は日本の諾否できまる 支那が注目するわが態度｣, �大阪朝日新

聞�(神戶大學), 1930.1.17. 일본 工商省은 3월 15일 이후 종래의 세율에 비해 

4-5%의 증가하게 되므로 대중국 무역액이 4억엔에 이르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關稅 징수방식의 경우 금본위를 채용하는 

것은 中日通商條約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金單位採用には條約上明文がない｣, �大阪朝日新聞�(神戶大學), 1930.1.17).
113) ｢關稅金建と対支貿易 : 實質上關稅三、四分の増徴 : 銀安の影響を加重する｣, �

大阪朝日新聞�(神戶大學), 19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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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114) 일본정부의 관망적인 자세로 인해 일본 상인단체는 海關金

單位制度를 비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일본상인단체

의 의도는 일본정부를 압박하여 해관세의 급격한 상승폭을 낮추게 하려는 

것에 있었다.

114) ｢支那關稅金建徴収｣, �神戸新聞�(神戶大學), 1930.2.1. 大阪時事新報은 1930년 1

월 엔화 가치(100円 당 規元 98兩)을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6%증

가하고, 3월 16일부터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향후 은가하락에 

의한 은폐 구매력 약화로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國民政府の海

關金建內容｣, �大阪時事新報�(神戶大學), 1930.1.28). 하지만 일본상인단체의 예상

과는 다르게 일본의 中 수출은 타격을 입지 않았고, 무역량은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전후로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1930년 1/4분기 오사카에서 중국으로 수

출하는 무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84톤(22.68%) 증가하였다(｢世界經濟要聞｣, �

銀行週報� 第14卷 第14號,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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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金換本位制 폐제개혁 실시의 문제

1. ‘金貴銀賤’ 분석과 대책의 특징

화폐본위제가 동일한 국가 사이의 환율 변화는 기본적으로 외환수급 불

균형에 의해 발생하지만, 화폐본위제가 다른 국가 사이의 거래는 본위금

속의 比價 변동에 의한 환율변화 변수가 추가된다.115) 20세기 초 거의 유

일하게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중국은 금본위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외환수급 불균형 이외에도 '金銀比價'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

다.116) 당시 상해 금괴가격은 일본 금괴시세(478.015円)를 기준으로 산정

되었고, 당일의 엔화가치에 의해 결정되었다.117) 따라서 엔화가치 등락에 

따라 상해 금괴가격도 등락하였고, 외환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면 

금괴 수출입을 통하여 환율이 조정되었다. 

1929년 이후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업교역소에서는 금 선물시

장을 중심으로 투기매매가 활발해졌다.118) 이에 따라 금 투기매매가 ‘金貴

銀賤’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

론이 형성되었다.119) 1930년 1월 10일 개최된 제58차 國務 議에서 工商

部는 금업교역소의 금 투기매매를 단속안을 제출하였다.120) 하지만 상해 

115) 통화의 법정평가(Par of Exchange)는 正貨의 본위금속(금ㆍ은) 함유량에 의해 결

정되었다. 따라서 본위금속 함유량의 가치에 따라 환산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므

로, 환율이 正貨輸入點(銀輸出點)보다 상승하면 외국 정화(금)가 유입되어 환율

을 하락시키고, 正貨輸出點(銀輸入點)보다 하락하면 외국 정화(금)가 유출되어 

환율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최고 환율은 正貨輸入點(법정평가+수송비)보다 높을 

수 없고, 반대로 최저 환율 역시 正貨輸出點(법정평가-수송비)보다 낮을 수 없다

(城山智子, 2011, pp.42-45).
116) 候厚培, ｢銀價低落聲中之出入口貿易｣, �金貴銀賤問題叢刊�, p.353.
117) 상해 금괴가격은 4.78(定數)×(100円당 規元 가치)로 계산하였다. 楊蔭溥와 馬寅

初의 定數(4.768)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양자의 차이는 馬寅初의 계산이 

0.25% 수송비(1.19205744)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馬寅初, ｢中華銀行論｣, �馬

寅初全集� 第4卷, pp.388-390; 楊蔭溥, �中國交易所論�, 上海書店, 1987, 

pp.167-173).
118) 상해의 금 시장 형성과 상해 금업교역소의 성립과 발전에 관해서는 薛永理, ｢

上海金業交易所｣, �20世紀上海文史資料文庫� 5(陸 心ㆍ完顏紹元 編), 上海書店

出版社, 1999, pp.250-260을 참조.
119) 潘公展, ｢各方面 於金貴銀賤之意見｣, �銀行週報� 第14卷 第3號, 1930.1.14, p.19. 
120) ｢銀賤原因及救濟辦法｣, �申報� 1930.1.10; ｢第五十八次國務 議｣, �申報� 

1930.1.11. 1930년 12월 工商部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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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업교역소의 금 선물매매는 중국의 외환수급 불균형에 의한 환율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환차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Hedging)을 담당하였다.121) 하지만 

환위험관리 매매와 차익을 겨냥한 투기매매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

다.122) 또한 투기세력 개입을 억제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金貴銀賤’ 문제는 중국금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은가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측면에서 환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123)

금가 상승 문제의 대책과 함께 은가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은 수입 제한 

정책이 건의되었다. 은 수입 제한 정책은 국제은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되

는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은가와 중국은가의 관계를 단절시켜 

중국의 은폐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은 수입 제

한 정책은 크게 은 수입 금지안과 은 수입세 징수안으로 구분되었다. 은 

수입 금지안은 중국으로의 은 유입을 금지하여 중국은가와 국제은가의 관

계를 단절하고, 환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金銀比價’의 요소를 제거하겠

다는 것이었다.124) 楊蔭溥는 중국의 환율이 국제시장에 조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6세기 이래 누적된 은 생산량과 각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에서 은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것을 자살정책으로 평가하였다.125) 하지만 

중국의 환율문제는 국제은가와 중국은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해결

를 금업교역소에 전달하였다(｢工商部 金業取締操縱壟斷｣, �申報� 1930.1.13).
121) 1920-30년대 중국 무역상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수출)하면서 후지급 결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시기와 환입금시기 사이 환시세 불안정으

로 환차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수입상(수출상)은 금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을 관리하였다. 금 선물매

매를 통해 무역상이 환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은 馬寅初, ｢金貴銀賤之救濟方法｣, 

�馬寅初全集� 第5卷, pp.120-122를 참조. 따라서 금 투기매매 금지안의 내용은 

上海商整 의 건의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업자를 제외한 금 선물매매 금지

와 외환거래 제한에 있었다(｢上海商整 建議之四 辦法｣, �金貴銀賤問題叢刊�, 

pp.84-85).
122) 금 투기매매 금지안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은 투기매매 분별의 곤란과 함께 투기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파악하였다(馬寅初, ｢金貴銀賤之救濟方法｣, �馬寅初

全集� 第5卷, pp.119-120; 兪寰澄, ｢ 於金貴銀賤之意見｣, �金貴銀賤問題叢刊�, 

p.99; 胡漢民, ｢金貴銀賤恐慌中大家應有的覺悟｣, �金貴銀賤問題叢刊�, p.40).
123) 唐慶增, ｢ 於銀價問題之觀察｣, �金貴銀賤問題叢刊�, p.149. 
124) 上海特別 商人團體整理委員 (商整 ) 宋士驤은 ‘金貴銀賤’의 상황에서 외채ㆍ

배상금 상환과 대외 무역 결제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며 금융계가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 수입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였다(｢銀賤原因及救濟辦法｣, �申報�, 1930.1.10).
125) 楊蔭溥, ｢禁止現銀進口問題｣, �銀行週報� 第14卷 第5號, 1930.2.18,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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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은 수입 금지안에 반대하는 논

자들은 은 수입 금지를 통해 국제은가와 중국은가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경제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것 혹은 기이한 제안이라고 비판하였다.126) 

국제은가와 중국은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측면에서 은 수입세 징수안

은 은 수입 금지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 수입세 징수는 중국으로 유

입되는 은에 수입세를 징수하여 중국은가(은폐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은 수입세 징수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화폐가치(은폐가치) 상승에 의한 물가하락과 무역수지 악화를 지적하고 

있었다.127) 대표적인 비판론자였던 에드워드 칸은 정부가 시장원리에 개

입하여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면서 초래하게 될 외환투기, 경기

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128) 칸의 주장에 대해 土

屋計左右는 반론을 제기하여 일본 金解禁의 경우를 예로 들어 외환투기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고, 戰後 독일의 경우를 통해 중국 수출품목의 특수

성으로 인해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은 수입세 징수 

실시를 주장하였다.129) 

하지만 은 수입세 징수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무역수지 악화의 측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130) 금본위제 국가에서 은 수입

세 징수는 화폐가치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131) 중국의 경우 징

수액만큼 正貨輸入點이 상승할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시장과 국제시장 사

이 은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중국 외환시장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분

126) 李馥蓀, ｢各方面 於金貴銀賤之意見｣, �銀行週報� 第14卷 第3號, 1930.1.14, 

p.17; 趙晉卿, ｢論改用金本位｣, �金貴銀賤問題叢刊�, p.80. 胡漢民은 은 수입 금지

안이 초래할 국제은가 폭락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胡漢民, ｢金貴銀

賤恐慌中大家應有的覺悟｣, �金貴銀賤問題叢刊�, p.40).
127) 은 수입세 징수의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兪寰澄, ｢

銀稅問題｣,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p.9-10을 참조. 劉大鈞은 환율

과 물가의 측면에서 은 수입세 징수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실시를 반대하였다

(劉大鈞, ｢銀價 銀進口稅｣, �銀行週報� 第14卷 第12號, 1930.4.8, p.8).
128) 耿愛德, ｢現銀進口徵稅問題｣, �銀行週報� 第14卷 第8號, 1930.3.11, pp.9-10. 
129) 土屋計左右, ｢現銀進口稅徵稅問題之商榷｣,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p.13-14.
130) 張乃揚, ｢現銀進口徵稅問題,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p.17-19. 張

乃揚은 은 수입세 징수안을 반대하는 논자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張

乃揚은 탄력적인 은 수입세율을 적용하여 일종의 고정환율제 실시를 주장하였

는데, 이는 이전의 은 수입세 징수를 주장하는 입장에 문제점이었던 환율문제와 

무역수지문제에 대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孫拯도 환율문제에 집중하여 은 

수입세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환율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孫拯, ｢活動

的銀進口稅｣,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p.2-3). 
131) 孫拯, ｢活動的銀進口稅｣,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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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다. 중국의 환율은 ‘金銀比價’에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은 유출

입이 제한되면서 환율은 무역수지에 의한 외환수급의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줄곧 入超國이었고, 여기에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더욱 

감소하게 되면서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었으므로, 환율은 다시 점차 상

승하게 될 것이었다. 결국 은 수입세 징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국의 화

폐가치를 상승시켜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 있지만, 결국 중국은가는 

수입세 징수액만큼 하락하여 국제은가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132) 

은 수입 제한 정책의 딜레마는 중국이 은본위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은 수요국이었으며, 또한 대량의 은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이었다.133)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은본위제 국가였다는 사실보다도 오

히려 칭량화폐인 銀兩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국제은가가 하락하고 중국은가가 상승하게 되면 은 밀수입이 활발해지고 

결국 중국의 화폐가치는 유지될 수 없었다. 은 수입 제한 정책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銀元과 銀兩의 가치를 분리하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 조

절이 가능한 상황이 준비되거나, 廢兩改元 혹은 금(환)본위제 실시를 통해 

은을 화폐가치와 단절시켜야만 했다.134) 중국이 은본위제를 이탈하여 金

換本位制를 도입하면, 중국에서 은 수요가 격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으로 廢貨銀이 유입되며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南

京國民政府가 金換本位制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폐제개혁과정에서 발생하

게 될 廢貨銀을 최소화하여 국제은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해야 하였

다. 여기에 金換本位制 실시가 어려웠던 원인이 있었다.

은 수입 제한 정책에 대한 財政部長 宋子文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宋子

文은 국제시장에서 가장 많은 은을 소비하는 중국이 은 수입을 제한하면 

국제시장에 공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은 수입 제한 정책을 결코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135) 이러한 宋子文의 태도는 

132) 劉大鈞, ｢銀價 銀進口稅｣, �銀行週報� 第14卷 第12號, 1930.4.8, p.2.
133) 이 시기 인도의 은 보유 총량은 34억 온스, 중국은 15억 온스로 추정된다. ｢每

週匯兌｣, �銀行週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2.
134) 李幹, ｢ 於徵收生銀進口稅之我見｣, �銀行週報� 第14卷 第10號, 1930.3.25, p.8. 

李幹은 은 수입 제한은 중국의 화폐가치가 은 가치와 분리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고, 은본위제 국가인 중국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135) ｢宋部長談處置銀潮｣, �申報� 1930.1.13. 제218차 중앙정치회의에서 孔祥熙가 제

출한 ｢工商部長孔祥熙提救濟金貴銀賤問題意見書｣를 보면, 은 수입 제한 정책에 

대한 宋子文과 孔祥熙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다. 孔祥熙는 외국 은폐의 수입 

금지와 은 수입세(20%) 징수를 주장하였다(｢中政 通過外交經濟財政三組關于救

濟金貴銀賤審査意見函｣(1930.2.26),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五),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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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商部長 孔祥熙가 외국 은폐 수입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때 분명히 드러

난다. 1930년 2월 6일과 8일 孔祥熙는 외국 銀幣가 유입되며 ‘金貴銀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財政部에 외국 

은폐 수입 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蔣介石에게 요청하였다.136) 孔祥熙의 

건의는 2월 26일 제218차 中央政治 議에 제출되었지만, 中央政治 議 외

교ㆍ재정ㆍ경제위원회는 외국 은폐의 매매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성격

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137) 결국 孔祥熙의 외국 은폐 수입 금지안은 부

결되어 3월 8일 行政院訓令 제938호로 財政部와 工商部에 전달되었다.138) 

하지만 金ㆍ銀 거래통제 및 수출입 제한정책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宋子

文은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와 金換本位制 실시 결정 이후 입장을 바꾸었

다. 1930년 4월 30일 제225차 中央政治 議에서 孫科의 금 수출 금지안과 

은 수입세 징수안 제출, 그리고 孔祥熙의 외국 은폐 수입 금지안 제출을 

계기로 명확하게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하였다.139) 이에 財政部는 5월 7

일 외국 은폐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140) 5월 16일 강해관포

고 제1187호로 각지의 해관에 금 수출 금지와 은 수입세 30% 징수를 명

령하였다.141)

이러한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은가하락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는 금 

수출 금지와 은 수입 제한 정책이 결코 ‘금귀은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宋子文은 金ㆍ銀 거래통

제 및 수출입 제한정책의 실시 이유를 南京國民政府의 金換本位制 폐제개

혁의 준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금 수출 금지 이후 중앙은행은 금 

수출입에 관한 모든 사항의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금 수출의 금지

로 중국의 금가는 국제금가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국내와 

국외의 시세차익을 흡수하여 금본위기금의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142)

136) ｢孔祥熙擬請禁止外國銀幣進口以解救金貴銀賤代電｣(1930.2.6-2.8), �中華民國史檔

案資料彙編� 財政經濟(五), pp.133-134.
137) ｢中政 通過外交經濟財政三組關于救濟金貴銀賤審査意見函｣(1930.2.26), �中華民

國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五), p.138. 2월 26일 중앙정치회의는 제280차가 아

니라 제218차였다(中央政治 議秘書處 編, �政治 議工作報告�, 中央政治 議秘

書處, 1931, p.213).
138)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行政院公報� 卷17冊, 檔案出版社, 1994, p.440.
139) ｢財部決定 禁止金條出口｣, �申報� 1930.5.17.
140) ｢財部禁阻墨幣入口｣, �申報� 1930.5.8.
141) ｢禁止現金出口銀幣入口｣, �金貴銀賤問題叢刊�, p.68.
142) 宮下忠雄, 1938,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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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제개혁의 좌절과 의미

1930년 1월 15일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공포하면서 金換本位制 도입이 

구체화되었다. 同年 1월 14일 蔣介石은 ‘金銀比價’의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지적

하고, 금(환)본위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발언으로 南京國民政

府의 폐제개혁이 임박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143) 이보다 앞선 1월 

11일 宋子文은 상해 금융계ㆍ실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金換本位

制 실시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는 ‘金貴銀賤’으로 인한 재정ㆍ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金換本位制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金換本位制 도

입을 해관세 방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144) 工商部長 孔

祥熙는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金換本位制 도입의 서막이라고 밝혔는

데,145) 海關金單位制度는 金換本位制 도입의 사전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

이었다. 同年 1월 13일 宋子文은 ｢도입법｣이 번역되는 즉시 공개하여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金換本位制 도

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南京國民政府의 재정상황에서 金換本位制 

도입을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46) 

宋子文은 중국이 은본위제를 이탈하면서 초래하게 될 추가적인 국제은

가 하락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金換本位

制 도입을 결정한 것은 ｢도입법｣에서 廢貨銀 처리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용화폐 銀孫의 주조ㆍ유통은 폐제개혁 과정에서 발

생하는 대량의 은을 다시 주조용도로 흡수하게 되고, 결국 화폐수요가 증

가하게 되면 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었다. 宋子文과 孔祥熙가 金換本

位制 도입에서 공통적으로 국내 생산력 회복과 무역 확대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33%의 소재가치와 액면가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廢貨銀을 충분히 재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

히 보여준다.147)

143) ｢政府 於短期內 採用金本位制度｣, � 天時報�, 1930.1.14, 季嘯風ㆍ沈友益 主編, 

�中華民國史史料外編-前日本末次硏究所情報資料� 第46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p.568(이하 ‘�中華民國史史料外編� 第(冊數)冊’의 형식으로 약칭).
144) ｢宋約滬銀界要人 商救濟金融風潮｣, � 天時報�, 1930.1.13, �中華民國史史料外編

-前日本末次硏究所情報資料� 第46冊, p.563.
145) ｢工商部報告辦法救濟金貴銀賤經過情形呈｣(1930.2.6-2.8),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

編� 財政經濟(五), p.133. 
146) ｢各方 於金貴銀賤之救濟意見｣, �銀行週報� 第14卷 第4號, 1930.1.2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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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3월 30일 ｢도입법｣ 번역이 완료되어 ｢中國逐漸採行金本位幣制法

草案｣(이하 ｢법초안｣으로 약칭)으로 공개되었다. 이 시기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화폐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법초안｣ 실시 

여부를 두고 적극적으로 ｢법초안｣을 지지하여 폐제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

장하는 입장과 원칙적으로 ｢법초안｣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의 특수한 상황

에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었다. 각 논자들은 동일한 입

장을 표명하더라도 방식과 과정에서 각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148) 

｢법초안｣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金換本位制 도입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

는 은가하락 문제의 최소화, 직접도입방식, 점진적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해 

가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었다.149) 반면, ｢법초안｣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논자들은 ｢법초안｣ 자체는 완벽한 계획 혹은 케머러의 卓見으로 

평가하였지만, 공통적으로 금본위기금 조성 문제, 신용화폐 사용에 따른 

중국인의 화폐심리와 복잡한 통화체계로 인해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었다.150) 직접도입방식에 의한 점진적인 金換本位制의 도입과 

147) 財政部와 工商部는 ‘金貴銀賤’ 문제의 해결방책으로 金換本位制 도입을 지적하

였지만, 근본적으로는 金換本位制 도입과 함께 국내생산력의 제고와 교통ㆍ운수

를 편리하게 하여 상품과 원료의 유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兩部의 계획은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국내의 화폐 수요

를 유지ㆍ증가시킨다는 것이다(｢財政工商兩部遵令 商救濟金融辦法呈｣(1930.2.1),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財政經濟(五), p.10).
148) 岩武照彥은 ｢법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금본위제 도입여부의 본질을 

검토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부분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분석하였다. 지지하는 입

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岩武照彥, 1990, pp.66-67를 참조.
149) 李權時, ｢評甘末爾設計委員 的幣制報告｣, �銀行週報�, 第14權 第13號, 1930.4. 

15, pp.1-5; 章乃器, ｢論銀價幣制問題竝質馬寅初博士｣, �金貴銀賤問題叢刊�, 

pp.404-406. ｢법초안｣을 지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馬寅初였다. 하지만 그는 

廢兩改元案을 제출하기 이전인 1927년 2월 강연에서 보듯 金換本位制 도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金換本位制를 도입하려고 하여도 반드시 廢兩改元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馬寅初, ｢銀價低落救濟問題｣, �馬寅初全集� 第

4卷, p.16). 이러한 그의 입장은 ｢법초안｣이 공개되기 직전인 1930년 1월까지 계

속되었지만, ｢법초안｣이 공개된 이후인 同年 7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법

초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馬寅初, ｢金貴銀賤之救濟方法｣, 

�馬寅初全集� 第5卷, pp.125-126; 馬寅初, ｢救濟銀慌非亟採虛金本位不可｣, �馬寅

初全集� 第5卷, pp.214-215)
150) 土室計左右, ｢讀甘末爾金本位幣制法草案｣, �銀行週報�, 第14權 第12號, 1930.4.8, 

p.16; 土室計左右, ｢讀甘末爾金本位幣制法草案(續)｣, �銀行週報�, 第14權 第13號, 

1930.4.15, p.11; 耿愛德(E. Kann), ｢甘末爾幣制計劃之硏究(三)｣, �銀行週報�, 第14

權 第15號, 1930.4.29, p.9; 壽勉成, ｢評甘末爾金本位幣制法草案｣, �金貴銀賤問題

叢刊�, pp.415-417; 諸靑來, ｢甘末爾幣制計劃評論｣, �東方雜誌� 第27卷 第16號, 

1930.8.2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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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기금 조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용화폐의 발행ㆍ유통에서 파생하

는 것이었고, 결국 그들의 ｢법초안｣ 비판 논리의 근저에는 南京國民政府

의 화폐 구매력 유지 능력에 대한 불신에 있었다. ｢법초안｣을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론적 측면에서 ｢법초안｣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발전하지 못

하였고, 외부적 상황의 한계점을 지적하는데 머물고 있었다.151)

1930년 7월 23일 中央政治 議에서는 金換本位制 실시의 대체적인 사항

과 실행을 결정하였다.152) 이에 따라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은 법률적으로 

통과한 상태로, 시행일의 발표만 앞둔 상황이었다. 同年 8월 新國幣 모형

이 財政部에 전달되었고, 財政部와 工商部의 金換本位制 폐제개혁 실시 

여부에 따라 주조ㆍ유통이 결정하기로 하였다.153) 하지만 兩部의 시행일 

발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1930년 국제은가의 추

가적인 하락에 있었다. 銀元의 가치는 6월 26.38센트로 하락하며, 위원회

가 제시한 액면가 40센트의 銀孫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154) 케머러 

위원회는 국제은가 변동에 따라 순도와 중량의 조정하여 銀孫의 액면가 

조절을 명시하였지만, 銀孫과 銀元의 액면가치의 차이가 34.05% 발생한 

상황에서 金換本位制 도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이후 海關金單位가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일정정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155) 

南京國民政府는 海關金 兌換券 발행과 金換本位制 도입을 직접적으로 언

급하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단언할 수 없지만, 당시 경제계에서는 海關金 

兌換券 발행을 金換本位制 도입의 준비단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156) 하

151) 楊蔭溥는 비교적 완성된 형태의 논지를 전개하며 ｢법초안｣에 의거한 金換本位

制 도입을 반대하였다. 楊蔭溥는 당시 중국을 ‘銀塊稱量貨幣時代’로 규정하고, 

신용화폐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점진적 金換本位制 도입은 

실시지역과 非실시지역 사이의 화폐가치 차이에 의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

았다. 또한 은가 폭락의 상황에서 주조이익을 금본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이용

하겠다는 ｢법초안｣을 반박하고, 장기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에서 화폐가치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楊蔭溥, ｢甘末爾幣制法草案批評｣, �東方雜誌� 第27

卷 第16號, 1930.8.25, pp.17-27).
152) ｢中政 討論救濟金貴問題｣, �申報� 1930.7.24.
153) ｢開鑄新國幣前所聞｣, �申報�, 1930.8.7. 
154) <부록 표-IV> 참조
155) 宮下忠雄은 추상적인 기장단위에 지나지 않았던 海關金單位는 세 단계를 거쳐

서 구체적인 통화단위로 발전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⓵1930년 2월 12일 강해

관포고 제1176호를 통해 수입세 환급금 수표 발행하는 단계 ⓶ 1930년 4월 4일 

강해관포고 제1185호를 통해 어음 발행 및 당좌예금계정의 개설로 해관금이 일

종의 화폐단위의 성격을 갖는 단계 ⓷ 1931년 5월 1일 海關金 兌換券을 발행하

여 금본위화폐의 성격을 갖고 유통되기 시작하며 화폐화 되는 단계로 구분하였

다(宮下忠雄, 1938, pp.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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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海關金 兌換券의 폐제개혁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해석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157) 宋子文은 발행의 목적을 수입세 납부의 편리

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액권인 海關金 兌

換券의 유통범위 확대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율을 100%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액수 자체에도 제한이 있었다.158) 

이러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에 속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케머러 위원회

의 ｢도입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1931년 3월 국제

연맹의 솔터(Arthur Salter)의 중국방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솔터는 1929년 케머러 위원회가 활동하였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

고 지적하고, 우선 中央銀行 兌換券을 발행하며 유통이 안정된 이후 금본

위화폐를 주조ㆍ유통하는 방식의 폐제개혁을 제안하였다.159) 이러한 솔터

의 제안은 금본위화폐의 주조이익을 폐제개혁 재원으로 이용하고, 金換本

位制 도입의 최종단계에서 中央銀行 兌換券만을 유일한 법정 지폐의 지위

를 부여한다고 하는 ｢도입안｣과 절차상으로 선후가 바뀐 것이었다. 명확

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입법｣에 의한 金換本位制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던 南京國民政府의 입장에서 솔터안은 비교적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제안이었을 것이고, 케머러안의 실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솔터의 방법

론은 海關金 兌換券 발행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海關金 兌換券 발행과 金換本位制 도입을 직접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

만, 그렇다고 이 시기 ｢도입법｣에 의한 폐제개혁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30년에 이어서 1931년에도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 과정에서 케머

러 위원회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1931년 1월 12일 宋子文은 錢幣司長 

156) 戴藹廬, ｢關金券 金本位｣, �銀行週報� 第14卷 第15號 1931.4.12(陳度, �中國近

代幣制問題匯編�, 上海瑞華印務局, 1932, pp.1424-1425 所收).
157) 宮下忠雄은 海關金單位制度와 海關金 兌換券 발행의 과정에서 금(환)본위제 도

입 시도의 측면을 분석하였다(宮下忠雄, 1938, pp.409-418). 이에 반해 岩武照彥

은 海關金 兌換券 발행이 金換本位制 준비과정일 수는 있지만, 金換本位制 도입

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岩武照彥, 1990, pp.70-71). 더 나

아가 영(Arthur N. Young)은 海關金 兌換券 발행에 金換本位制 도입의 목적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Arthur N. Young, 1971, p.47). 그리고 최근 연구

에서는 海關金 兌換券 발행 목적을 해관세 납부용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분석

이 제시되고 있다(杜國麗, ｢民國關金券“曇花一現”｣, �天津大學馬克思主義學院� 

13, 2012, p.8).
158) ｢關金兌換券發行辦法｣, �申報� 1931.4.27.
159) Arthur N. Young, 1971, p.182. 솔터안은 태환권의 준비금을 100%로 규정하고, 

향후 정부의 신용도가 상승하면 점차적으로 준비율을 낮추고, 국제은가 하락으

로 케머러가 설정한 銀孫의 액면가를 40센트에서 20센트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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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堪에게 케머러 위원회 계획에 의거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폐제개혁을 준

비할 것을 명령하였고,160) 海關金 兌換券 발행 직전 1931년 4월 중앙은행

은 중국ㆍ교통은행과 함께 收買한 금을 金換本位制 도입 목적으로 미국으

로 운송하였다.161) 그리고 海關金 兌換券 발행 직후 1931년 6월 21일 財

政部는 全國幣制委員 를 조직하였다.162) 全國幣制委員 는 金換本位制 

도입 과정에서 화폐(銀元) 회수와 新화폐(銀孫) 전파의 역할을 담당한 

기구였다. 金本位幣制通行日 이후 財政部長은 全國幣制委員 를 설립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銀元)의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각 省에 省

幣制委員 를 설립하여 全國幣制委員 의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全國幣

制委員 는 省幣制委員 의 협조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각종 화폐 상태를 

조사하여 新화폐와 화폐의 환산비율을 결정하면, 財政部長은 이를 근거

로 환산비율을 결정한다. 또한 全國幣制委員 는 ‘銅幣鞏固日’과 ‘ 後紙

幣回收日’의 시기를 결정하여 財政部長에게 건의하는 기구였다.

하지만 全國幣制委員 를 설립한 이후 南京國民政府의 뚜렷한 金換本位

制 도입 시도는 포착되지 않는다. 자국의 화폐가치를 금(또는 금본위제 

국가의 화폐가치)과 연동시킨다고 하는 金換本位制의 특성상, 금 블럭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金換本位制 도입 이유는 소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31년 9월 영국을 시작으로 하는 金換本位制 이탈 속에서 南京國民政府

의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金換

本位制 도입의 사전작업의 성격을 가졌던 海關金單位制度의 폐제개혁적 

성격은 사라지고, 국제은가 하락에 의한 해관세수를 방어하는 작용만 남

게 되었다. 

160) ｢財部籌備統一幣制｣, �申報� 1931.1.12.
161) ｢財部進行金本位制｣, �申報� 1931.4.29. 기사에서는 주조용도로 미국으로 운송했

다고 하였지만, 南京國民政府의 계획에 따르면 金幣를 주조하지 않는다. 설령 

金幣를 주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주조하는 것이지, 미국에서 주조하여 운

반해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금본위화폐의 實貨를 주조하기 위한 용도

라기보다는 외국의 금융 중심지에 예치하는 준비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

하다. 
162) ｢財部採行 金本位制步驟｣, �申報� 19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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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南京國民政府의 재정ㆍ금융제도 정비와 개혁

은 同年 8월 세계적인 金換本位制 폐제개혁가 케머러와 위원회 구성을 준

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위원회 구성원이 주로 미국정부의 관료출신과 

월가의 금융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의 일

환으로 평가되었지만,163) 이와 관련하여 케머러는 南京國民政府 財政部 

산하의 순수 자문위원회 성격임을 밝히고, 미국정부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부정하였다.164) 1929년 2월 설립된 케머러 위원회(財政部設計委員 )가 10

개월 동안 중국의 재정ㆍ경제 상태를 조사하여 제출한 여러 개혁안 중에

서 본고는 ｢도입법｣과 ｢징수법｣에 주목하여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좌절

을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통해 검토하였다.

은본위제 국가였던 중국에서 국제은가 하락은 곧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

하였다. 은폐가치 하락은 외채ㆍ배상금 상환과정에서 환차손을 발생시켰

고, 關餘가 감소하며 국가 재정수입의 손실로 이어졌다. 1929년 대공황 전

후로 국제은가는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 경제 전문

가와 재정 관료들이 분석한 은가하락의 원인은 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

급 증가와 戰後 각국의 금(환)본위제 복귀에 의한 수요 감소로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1920년대 국제은가의 약세는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문제였

지만, 1929년 은가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이들의 분석 방향은 

금본위제 국가들의 도매물가지수 변동을 고려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자

연히 ‘金貴銀賤’의 대책으로 은본위제 이탈과 金換本位制 도입을 제시하

는데 이르렀다.165)

1920년대 국제은가는 과대한 누적 공급량에 기인하여 수요 변화에 민감

163) 齋藤叫, ｢アメリカ銀政策の展開と中國｣, �中國の幣制改革と國際關係�(野澤豊 

編), 東京大學出版 , 1981, pp.131-133. 
164) <Conference with Jian H. Chen, Deputy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of China, 

K.T. Hsu, Chief of the Department of Coin and Currency, in Dr. Kemmerer’s 

office, 1929.2.15.>, K.P.(B.110, F.6). 전 세계 은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은본위제 이탈은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중국의 구매력이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미국정부와 월가의 차관을 구해야 할 

만큼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165) 당시 上海 正金銀行長이었던 渡邊氏는 국제물가 하락에 의한 은가 하락의 측면

을 지적하였지만, 이 시기 경제전문가와 정부 관료의 분석은 국제물가의 하락을 

간과하고 있었다(｢禁金出口令之效力可 絶無｣, �金貴銀賤問題叢刊�,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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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하였다. 전 세계 은 공급량(생산량+재유입량)의 70%이상을 흡수

하였던 중국과 인도의 은 정책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166). 따

라서 중국이 金換本位制를 실시할 경우, 수요가 격감하는 것은 물론, 대량

의 廢貨銀이 국제시장으로 유입될 것이 분명하였다. 南京國民政府의 은본

위제 이탈이 간단하지 않았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28년 회의’에서 결정된 ‘先廢兩改元, 後金換本位制’의 폐제개혁 방침

은 케머러 위원회의 활동 이후 廢兩改元을 생략한 점진적 도입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위원회 설립 직전까지 ‘1928년 회의’ 방침을 고수하던 宋子文

은 1929년 7월 13일 폐제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케머러 위원회가 제시하는 

직접도입방식에 의한 金換本位制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宋子文의 입

장 변화는 이전에 제출되었던 폐제개혁안들과 구별되는 케머러안의 특징

에 의한 것이었다. 케머러안은 폐제개혁을 省 혹은 지역단위로 확장해 간

다고 하는 점진적 도입방식을 제안하여 ‘중국의 크기’가 화폐정리 및 개

혁의 장애가 되었던 이전과는 방법론적으로 진화한 것이었다.167) 이 과정

에서 위원회 추산 3억 3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조이익을 금본위기금으

로 조성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점진적 도입방식

에 의한 폐제개혁은 거액의 준비금을 일시에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개혁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조이익 증가로 재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용화폐인 銀孫을 주조ㆍ유통한다는 것은 폐

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廢貨銀을 다시 주조용도로 흡수하여 국

제은가 폭락을 피할 수 있었다. 

1929년 중반을 기점으로 宋子文의 태도 변화는 ｢징수법｣ 실시와 관련한 

사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케머러 위원회가 처음 ｢징수법｣ 초안을 

제출하였을 때 宋子文은 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5월 25일 케머러 

위원회는 ｢징수법｣ 수정 초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케머러 위원회는 10월 

7일 ｢징수법｣의 세부 시행방침까지 준비하여 宋子文에게 전달하였다. 그

는 1929년 6월과 7월 시점에 이르러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와 金換本位制 

도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1929년 6월 폭락하기 시작한 국제은가가 있었다. 1929년 은가하락은 오히

려 南京國民政府가 케머러 위원회의 ｢도입안｣과 ｢징수안｣을 수용하게 하

166) Herbert Max Bratter, 1930, p.9. 인도와 중국은 1928년 총 공급량(생산량+재유입

량) 3억 1150만 온스 중에서 70.14%에 해당하는 2억 1850만 온스의 공급량을 흡

수하였다.
167) 구범진, ｢젱크스(Jenks)의 幣制改革案(1904)과 淸末의 幣制 問題｣, �東洋史學 � 

64, 1998,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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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케머러안이 공개된 이후 찬반이 팽팽하였지만 케머러안을 반대하는 논

자들은 폐제개혁안의 이론적 측면을 공격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그들의 강력한 근거는 

1929년 12월 17일 케머러 위원회 송별회에서 宋子文이 한 발언이었다.168) 

宋子文은 케머러에게 1930년 중반에 실시예정인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의 

고문직을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케머러 위원회의 제안들을 

자신의 임기 내에 모두 실행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후임 

財政部長의 아래서도 그 제안들은 반드시 실행될 것을 확신한다.’는 송별

회의 발언은 오히려 케머러 위원회 건의안에 대한 강한 만족감을 표현하

는 것이라고 하겠다.169)

그런데 海關金單位制度 실시를 명령한 國民政府令과 財政部令은 물론 

海關總稅務司署通令에서도 ‘孫’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

다. 또한 宋子文은 海關金單位制度 실시와 케머러 위원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宋子文의 태도는 金換本位制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초래하게 될 국제은가 붕괴를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

다.170) 이러한 화폐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사항의 보안을 유지하려는 태도

는 法幣改革이 실시되기 직전 中國銀行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法幣改革과 

관련된 사항에서 그가 보인 태도와 유사하다.171) 海關金單位制度와 케머

러 위원회를 분리하려고 하였던 것은 폐제개혁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宋子文의 태도는 海關金單位制度가 金換本位制 도

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南京國民政府는 ｢도입법｣을 번역하여 공개하였지만 ｢징수법｣은 공개하

168) 케머러 위원회 활동을 실패로 규정하는 논자들은 宋子文 자신조차도 ｢도입법｣

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耿愛德(E. Kann), ｢甘末

爾幣制計劃之硏究(三)｣, �銀行週報�, 第14權 第15號, 1930.4.29, p.9; 土室計左右, 

｢讀甘末爾金本位幣制法草案(續)｣, �銀行週報�, 第14權 第13號, 1930.4.15, 

pp.11-12.
169) ｢雜  宋財長爲凱末拉博士餞別｣, �銀行週報� 第13卷 第50號, 1929.12.24, pp.1-2. 
170) Arthur N. Young, 1971, p.182. 케머러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南

京國民政府의 재정고문으로 계속 활동하며 廢兩改元 실시에 참여하였던 아서 

영(Arthur N. Young)은 海關金單位制度 실시가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을 추진한 

것이었지만, 宋子文이 ‘孫’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케머러 위원회에서 

제출한 ｢도입법｣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171) ｢中行董事長總經理 宋子文宋漢章昨視事｣, �申報� 1935.4.3 宋子文은 비록 자신

은 정부의 관리가 아니지만 개인자격으로 장담하는데, 정부는 절대 관리통화제

도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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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케머러 위원회와의 관계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

서 海關金單位制度가 ｢도입법｣에서 제시하는 60.1866Cg의 화폐단위를 이

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도입법｣을 변용하여 실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징수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오해였다. 

케머러 위원회는 ｢도입법｣에 따른 金換本位制 폐제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것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외채ㆍ배상금 상환 

과정의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하여 ｢징수법｣을 제출하였고, 海關金單位制

度는 金換本位制 도입을 전제한 과도기적 성격의 제도였다. 

또한 海關金單位制度 실시 이후 1930년 5월을 전후로 金ㆍ銀 거래통제 

및 수출입 제한정책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宋子文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그는 1930년 5월 이후가 되면 金換本位制 도입의 준비 작업으로 金ㆍ銀 

거래통제 및 수출입 제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南京國民

政府는 8월을 전후로 金換本位制 실시를 위한 법률적 준비와 新銀幣 모형 

확정을 완료한 상태였고, ｢金本位幣制通行日｣ 발표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金換本位制 도입 좌절은 대공황에 의한 각국의 金換本位制 이탈에 따른 

변동환율제 실시에 있었다. 1930년 6월 銀元 가치는 26.38센트까지 하락하

여 위원회가 설정한 액면가 40센트에 비해 34.05% 하락하였고, 이것이 중

국의 金換本位制 도입 좌절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

다.172) 국제은가의 추가적인 폭락은 金換本位制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였지만, 南京國民政府의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는 1931년 6월 全國幣

制委員 를 설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그리고 1931년 5

월 1일 海關金 兌換券의 발행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폐

제개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31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

제 금(환)본위제 붕괴로 인해 金換本位制 도입의 메리트가 감소하였고, 성

공 여부도 불투명한 폐제개혁에 위험을 감소하면서 강행할 이유가 없었

172) 본고는 케머러 위원회의 건의가 1930년대 국제 금환본위제의 終焉에 의해 실시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城山智子, 앞의 책, p.30).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대공황이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은 1932년 중반이었고, 

1929년 10월 대공황 발생 이후 1931년 9월 국제 금환본위제가 붕괴하기 직전까

지 중국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비교적 호황을 구가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Lloyd E. Eastman, The Abortive Revolution: China under Nationalist Rule, 

1927-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185-187). 銀은 중국의 무역수지 적

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은 유입은 거액의 

화교송금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城山智子, 2011, pp.45-50.) 중국의 경제는 

국제 금환본위제 붕괴 이전까지 비교적 호황이었다고 보는 시각은 레머(C.F. 

Remer)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C. F. Remer, Foreign 

Investments in China, Macmilla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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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점에 이르러 南京國民政府는 金換本位制 도입을 최종적으로 포

기한 것으로 보이며, 海關金單位制度의 폐제개혁적 성격은 사라지고,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

南京國民政府의 폐제개혁은 1932년 7월 宋子文이 廢兩改元을 준비하기 

위해 상해 각계 인사들을 소집할 때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다. 하지만 虛銀單位와 稱量貨幣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廢兩改元은 국

내 화폐체계를 정리하는 개혁일 뿐, 南京國民政府 시기 폐제개혁의 근저

에 흐르는 환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海關金單位制度의 

실시와 金換本位制 실패가 廢兩改元에 끼친 영향은 향후의 과제이지만, 

南京國民政府가 海關金單位制度를 실시함으로써 환율상승에 따른 재정 수

입 감소를 완벽하게 補塡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환율문제를 일부분 해결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케머러 위원회의 성립과정과 활동, 그리고 海

關金單位制度와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 그리고 좌절 과정을 검토하는 과

정에서 ‘1928년 회의’에서 1933년 廢兩改元으로 이어지는 南京國民政府 

폐제개혁사의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南京國民政府는 1928년 이후 정책적

으로 폐제개혁을 준비ㆍ추진하였고, 그 중심에는 케머러 위원회와 海關金

單位制度, 그리고 金換本位制 도입 시도가 있었다. 南京國民政府가 주체적

으로 폐제개혁을 추진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廢兩改元의 실

행동력을 외부조건에서 찾는 피동적인 해석의 틀을 극복할 것을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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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금 생산량 환산가치 은 생산량 환산가치

1873 4,653,675 96,200,000 63,267,187 82,120,800

1874 4,390,023 90,750,000 55,300,781 70,674,400

1875 4,716,563 97,500,000 62,261,719 77,578,100

1876 5,016,488 103,700,000 67,753,125 78,322,600

1877 5,512,196 113,947,200 62,679,916 75,278,600

1878 5,761,114 119,092,800 73,385,451 84,540,000

1879 5,262,174 108,778,800 74,383,495 83,532,700

1880 5,148,880 106,436,800 74,795,273 85,640,600

1881 4,983,742 103,023,100 79,020,872 89,925,700

1882 4,934,086 101,996,600 86,472,091 98,232,300

1883 4,614,588 95,392,000 89,175,023 98,984,300

1884 4,921,169 101,729,600 81,567,801 90,785,000

1885 5,245,572 108,435,600 91,609,959 97,518,800

1886 5,135,679 106,163,900 93,297,290 92,793,500

1887 5,116,861 105,774,900 96,123,586 94,031,000

1888 5,330,775 110,196,900 108,827,606 102,185,900

1889 5,973,790 123,489,200 120,213,611 112,414,100

1890 5,749,306 118,848,700 126,095,062 131,937,000

1891 6,320,194 130,650,000 137,170,000 135,500,200

1892 7,094,266 146,651,500 153,151,762 133,404,400

1893 7,618,811 157,494,800 165,472,621 129,119,900

1894 8,764,362 181,175,600 164,610,394 104,493,000

1895 9,615,190 198,763,600 167,500,960 109,545,600

1896 9,783,914 202,251,600 157,061,370 105,859,300

1897 11,420,068 236,073,700 160,421,082 96,252,700

1898 13,877,806 286,879,700 169,055,253 99,742,600

1899 14,837,775 306,724,100 168,337,452 101,002,600

1900 12,315,135 254,576,300 173,591,364 107,626,400

1901 12,625,527 260,992,900 173,011,283 103,806,700

1902 14,354,680 296,737,600 162,763,483 86,264,700

1903 15,852,620 327,702,700 167,689,322 90,552,200

1904 16,804,372 347,377,200 164,195,266 95,233,300

1905 18,396,451 380,288,300 172,317,688 105,113,700

1906 19,471,080 402,503,000 165,054,497 111,723,738

1907 19,977,260 412,966,600 184,206,984 121,856,604

1908 21,422,244 442,837,000 203,131,404 108,654,988

부록

<부록 표-I> 세계 금ㆍ은 총생산량(fine ounce)과 환산가치(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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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21,965,111 454,059,100 212,149,023 110,351,436

1910 22,022,180 455,239,100 221,715,673 119,897,184

1911 22,397,136 462,989,761 226,192,923 121,981,319

1912 22,605,068 467,288,203 230,904,241 141,936,837

1913 22,556,347 466,284,303 210,013,423 126,969,915

1914 21,652,883 447,608,337 172,263,596 95,282,440

1915 22,846,608 472,283,884 173,000,507 88,337,519

1916 22,032,542 455,455,670 180,801,919 121,410,297

1917 20,346,043 420,592,147 186,125,017 156,345,014

1918 18,588,127 384,251,378 203,159,431 200,000,302

1919 17,339,679 358,443,791 179,849,940 201,588,402

1920 16,146,830 333,784,924 173,296,382 176,658,332

1921 15,997,692 330,702,190 171,285,542 108,074,326

1922 15,496,859 320,349,102 209,815,448 158,207,142

1923 17,845,349 368,896,948 246,009,534 172,275,556

1924 18,519,481 384,899,578 239,484,703 178,310,730

1925 18,673,178 384,009,921 245,213,993 172,498,235

1926 19,117,568 395,198,984 253,795,166 159,568,635

1927 19,058,736 393,979,954 253,981,085 144,947,005

1928 18,885,849 390,386,574 257,925,154 151,213,780

1929 19,207,452 397,153,303 260,970,029 139,960,836

1930 20,903,736 432,118,638 248,708,426 96,309,849

1931 22,284,290 460,650,527 195,919,987 56,842,265

1932 24,098,676 498,163,970 164,892,802 46,506,363

1933 25,400,295 525,070,547 169,159,054 59,200,666

1934 27,372,374 958,033,090 190,398,156 91,929,942

1935 29,999,245 1,049,973,580 220,704,231 142,535,205

1936 32,930,554 1,152,569,390 253,695,856 115,175,382

1937 35,118,298 1,229,140,430 274,573,873 124,077,392

※1905년 이전의 수치는 1931년 보고서, 이후는 1942년 보고를 참조하

여 재구성

<근거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Mint,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of the Min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1, p.241;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Mint,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of the Min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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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II> 금은비가

Years Ratio Years Ratio Years Ratio Years Ratio

1841 15.70 1866 15.43 1891 20.92 1916 30.78

1842 15.87 1867 15.57 1892 23.72 1917 24.61

1843 15.93 1868 15.59 1893 26.49 1918 21.00

1844 15.85 1869 15.60 1894 32.56 1919 18.44

1845 15.92 1870 15.57 1895 31.60 1920 20.28

1846 15.90 1871 15.57 1896 30.59 1921 32.76

1847 15.80 1872 15.63 1897 34.20 1922 30.43

1848 15.85 1873 15.93 1898 35.03 1923 31.69

1849 15.78 1874 16.16 1899 34.36 1924 30.80

1850 15.70 1875 16.64 1900 33.33 1925 29.78

1851 15.46 1876 17.75 1901 34.68 1926 33.11

1852 15.59 1877 17.20 1902 39.15 1927 36.47

1853 15.33 1878 17.92 1903 38.10 1928 35.34

1854 15.33 1879 18.39 1904 35.70 1929 38.78

1855 15.38 1880 18.05 1905 33.87 1930 53.74

1856 15.38 1881 18.25 1906 30.54 1931 71.25

1857 15.27 1882 18.20 1907 31.24 1932 73.29

1858 15.38 1883 18.64 1908 38.64 1933 59.06

1859 15.19 1884 18.61 1909 39.74 1934 72.49

1860 15.29 1885 19.41 1910 38.22 1935 54.19

1861 15.50 1886 20.78 1911 38.33 1936 77.09

1862 15.35 1887 21.10 1912 33.62 1937 77.44

1863 15.70 1888 22.00 1913 34.19 1938 80.39

1864 15.37 1889 22.10 1914 37.37 1939 88.84

1865 15.44 1890 19.75 1915 40.48 1940 99.76

<근거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Mint,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of the Min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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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런던시장
(£. s. d)

달러 환산

Standard Ounce Fine Ounce

1870 3 17  9.01 18.9190 20.6389 

1871 3 17  9.01 18.9190 20.6389

1872 3 17  9.24 18.9237 20.6440

1873 3 17  9.28 18.9245 20.6449

1874 3 17  9.00 18.9188 20.6387

1875 3 17  9.23 18.9235 20.6438

1876 3 17  9.30 18.9249 20.6453

1877 3 17  9.42 18.9273 20.6480

1878 3 17  9.41 18.9271 20.6477

1879 3 17  9.11 18.9210 20.6411

1880 3 17  9.15 18.9218 20.6420

1881 3 17  9.35 18.9259 20.6464

1882 3 17  9.43 18.9275 20.6482

1883 3 17  9.18 18.9224 20.6426

1884 3 17  9.32 18.9253 20.6458

1885 3 17  9.17 18.9222 20.6424

1886 3 17  9.10 18.9208 20.6409

1887 3 17  9.01 18.9190 20.6389

1888 3 17  9.21 18.9231 20.6434

1889 3 17  9.04 18.9196 20.6396

1890 3 17  9.44 18.9277 20.6484

1891 3 17 10.29 18.9450 20.6673

1892 3 17 10.17 18.9425 20.6645

1893 3 17 10.57 18.9506 20.6734

1894 3 17  9.33 18.9255 20.6460

1895 3 17  9.03 18.9194 20.6393

1896 3 17 10.16 18.9423 20.6643

1897 3 17 11.23 18.9640 20.6880

1898 3 17 10.46 18.9484 20.6710

1899 3 17  9.27 18.9243 20.6447

1900 3 17  9.91 18.9373 20.6589

1901 3 17  9.83 18.9356 20.6570

1902 3 17  9.55 18.9300 20.6509

1903 3 17 10.06 18.9403 20.6621

1904 3 17  9.94 18.9379 20.6595

1905 3 17  9.42 18.9273 20.6480

1906 3 17  9.82 18.9354 20.6568

1907 3 17  9.95 18.9381 20.6597

1908 3 17 10.19 18.9429 20.6650

1909 3 17  9.18 18.9224 20.6426

<부록 표-III> 국제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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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3 17  9.03 18.9194 20.6393

1911 3 17  9.00 18.9188 20.6387

1912 3 17  9.00 18.9188 20.6387

1913 3 17  9.00 18.9188 20.6387

1914 3 17  9.04 18.9196 20.6396

1915 3 17  9.00 18.9188 20.6387

1916 3 17  9.00 18.9188 20.6387

1917 3 17  9.00 18.9188 20.6387

1918 3 17  9.00 18.9188 20.6387

1919 4 10 10.03 20.0937 21.9204

1920 6 12 11.52 25.1958 27.4863

1921 6  7 10.50 23.8758 26.0463

1922 4 13  3.80 20.8144 22.7086

1923 4 10  2.90 20.1284 21.9583

1924 4 13  8.30 20.8980 22.7978

1925 4  5  5.60 19.0634 20.7964

1926 4  4 11.10 18.9426 20.6646

1927 4  4 11.20 18.9444 20.6667

1928 4  4 11.20 18.9444 20.6667

1929 4  4 11.35 18.9472 20.6697

1930 4  4 11.93 18.9579 20.6814

<근거자료>

United States,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Treasury Dept., 1931, p.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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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IV> 뉴욕시장 월평균 은가(달러)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월 0.56118 0.57450 0.57329 0.45331 0.29736 0.30087 0.25712

2월 0.58210 0.57328 0.56517 0.43505 0.27085 0.30449 0.26386

3월 0.55620 0.57557 0.56658 0.41959 0.29504 0.30123 0.27737

4월 0.56711 0.57707 0.55980 0.42740 0.28589 0.28610 0.31042

5월 0.56592 0.60611 0.54435 0.41036 0.27962 0.28067 0.34384

6월 0.57057 0.60332 0.52740 0.34910 0.27562 0.27778 0.35975

7월 0.56670 0.59525 0.52822 0.34656 0.28567 0.27012 0.37942

8월 0.55029 0.59191 0.52891 0.35504 0.27842 0.28298 0.36386

9월 0.55757 0.57849 0.51364 0.36632 0.28500 0.28182 0.38752

10월 0.56347 0.58398 0.50226 0.36158 0.29846 0.27507 0.38502

11월 0.57787 0.58266 0.49927 0.36220 0.32535 0.27010 0.43286

12월 0.58267 0.57647 0.48787 0.32945 0.30432 0.25322 0.43862

<근거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월간 보고서(1927년 2월-1934년 1월)의 Foreign 

Exchange Rates 정리

Federal Reserve Board, Federal Reserve Bulleti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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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V> 뉴욕시장 規元 가치(단위 센트)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월 62.8315 84.0673 110.0000 124.3417 161.2500 76.9400

2월 63.4091 87.7500 107.2500 118.6500 161.0000 68.3571

3월 65.2361 83.2222 106.8654 112.2800 148.7407 64.2260

4월 70.0800 84.5500 107.7019 113.5865 138.3800 67.2969

5월 76.9952 85.7115 108.7500 123.1146 119.9600 68.2717

6월 71.7917 89.2404 111.4800 124.8846 106.0500 66.2781

7월 68.5350 93.2750 115.7400 123.5385 103.5481 66.9246

8월 71.0463 103.3269 119.9300 129.9791 112.0800 67.8576

9월 73.9600 118.1823 134.7917 132.1850 106.8541 72.9992

10월 74.9000 97.3250 127.7596 138.6106 98.7400 78.4016

11월 81.1875 101.0208 123.5455 153.9130 91.3021 75.9043

12월 86.4200 104.6200 124.3125 161.8750 78.8300 75.3162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월 74.1456 71.9331 70.2704 75.3423 74.7528 61.6688

2월 72.1532 71.8191 71.2026 75.2614 73.7351 63.7764

3월 70.7541 75.5300 69.9965 73.3612 72.7118 60.5048

4월 73.9396 74.4964 69.7423 73.2320 70.8746 62.0138

5월 78.9400 74.5342 70.8777 74.2588 71.7764 62.1680

6월 79.0342 72.1746 71.3724 76.0881 72.1704 62.7362

7월 77.8176 70.0292 71.6708 76.5569 71.3031 62.2760

8월 76.9637 69.7096 73.3254 77.2938 68.6931 60.3781

9월 77.0140 70.7850 75.2680 78.4664 66.6028 61.2068

10월 74.8500 69.9465 76.9792 77.9004 59.9760 61.8328

11월 71.8725 70.7600 76.3009 75.8161 59.4254 63.2663

12월 71.0444 72.2480 75.4669 75.6788 58.9704 63.7884

1928 1929 1930 1931 1932

1월 63.7548 63.1168 49.6186 31.8404 32.6357

2월 63.1137 62.1973 47.9616 28.9578 33.1449

3월 63.0545 62.2304 47.1132 31.5986 32.8061

4월 63.2502 61.2516 46.9037 31.0951 31.2481

5월 66.4450 59.6191 44.6901 30.2520 30.4700

6월 66.2321 57.7650 37.0400 29.5980 30.2007

7월 65.2332 57.8368 36.9428 31.0097 29.3650

8월 64.9965 57.6873 38.5445 29.7255 30.4332

9월 63.6945 56.0436 39.6795 30.6604 30.6262

10월 64.0374 54.7721 39.0962 31.8314 30.0206

11월 64.0020 54.7154 38.8392 34.0732 29.3164

12월 63.5510 53.6839 35.6987 32.8054 27.6051

<근거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anking and Monetary 

Statistics 1914-1941,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1943, 

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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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월 55.5556 52.8262 50.4138 56.7150 55.7232 43.9196 45.1408

2월 54.3632 52.8741 50.8748 56.4695 55.5132 45.1186 44.9818

3월 53.3489 55.3144 50.4650 54.8958 54.6885 42.8956 45.3688

4월 55.0540 54.6136 50.9015 54.8050 52.5431 43.9062 45.4958

5월 57.9819 54.5512 51.7958 55.6656 52.8508 43.6964 47.2948

6월 57.6223 53.2738 51.9372 56.9085 52.9396 44.5215 47.4815

7월 57.3824 52.1568 52.3115 57.4646 50.8196 43.5804 46.8483

8월 57.0533 51.0748 53.0692 57.6658 49.8431 42.6259 46.8549

9월 56.9696 51.3058 53.7176 59.2848 47.3080 43.2164 45.9461

10월 55.6424 51.1050 55.1500 59.1508 42.5356 44.0600 46.1963

11월 53.4783 50.9250 55.6743 57.2074 42.5542 44.8638 46.1675

12월 52.8144 51.2148 56.2000 56.6581 42.4900 45.1877 45.680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월 45.4070 35.5497 22.9102 23.6906 19.7916 34.0007 34.9924

2월 44.5558 34.2746 20.8390 24.3587 20.1136 34.3077 36.5369

3월 44.6205 33.6009 22.7948 23.9213 20.7250 34.6190 38.2960

4월 43.9839 33.3822 22.4949 22.3221 22.1953 34.1506 38.7908

5월 42.8005 31.8181 21.8950 21.7116 24.5193 32.4621 41.0979

6월 41.4866 26.3800 21.4375 21.3125 26.1289 33.0523 40.4002

7월 41.5521 26.4839 22.4247 20.6400 29.2666 33.9118 38.6791

8월 41.3649 27.7580 21.3485 21.0031 28.0737 34.8553 36.8645

9월 40.0963 28.5500 21.9166 21.0404 29.6843 35.5827 37.6226

10월 39.1065 28.0003 22.7019 20.8883 29.8462 34.5881 35.6091

11월 39.1987 27.8000 24.7246 20.5937 32.9030 33.3947 29.6485

12월 38.5741 25.6394 23.7323 19.4719 33.4468 34.2164 29.4496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월 29.6594 29.6542 29.4890 16.2557 7.8330 5.3914

2월 29.9116 29.5996 29.6023 15.8853 7.0116 5.4242

3월 29.8243 29.6635 28.2190 16.0163 6.4090 5.3576

4월 29.7339 29.7137 26.9051 16.0154 5.9917 5.1904

5월 29.6900 29.7979 23.8039 15.9873 5.0827 5.2548

6월 29.8896 29.6525 18.8352 13.4343 5.7598 5.3357

7월 29.9671 29.4936 18.2049 10.6371 6.0479 5.2431

8월 30.0476 29.6502 16.6179 7.1630 5.4762 .

9월 29.9404 29.6602 17.1667 6.6957 5.2057 .

10월 29.3314 29.4628 16.0290 7.6377 5.6824 .

11월 29.4659 29.4435 15.7963 8.3526 5.8446 .

12월 29.5254 29.4683 16.1098 7.4865 5.6895 .

<부록 표- VI> 뉴욕시장의 銀元 가치(단위: 센트)

<근거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anking and Monetary Statistics 

1914-1941,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1943, 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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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1930年代初期南京国民政府导入的金本位制及其意义

首 大学 大学院

东洋史学科 朱萤俊

本稿的主要内容是通过海关金单位制度来检讨南京国民政府时期对导入金本

位制所做的尝试。南京国民政府从1930年2月1日 始到1948年8月19日的金圆

券改革为止，海关税的徵收单位一直用的是金 （金单位），即所谓的海关金

单位制度，同时靠着这一制度，使海关税收在货 价值波动较大时也能相对维

持安定。既有的研究成果主要着眼于甘末 委员会所提出的“金本位制 制改

革案”中的本位货 “孙”及“海关金单位”, 并且认为甘末 委员会是有着影响力

的。然而，这些研究成果大致上都是以财政为切入点，针对“海关金单位制度

的 制改革”的性质则较无具体性的分析。

南京国民政府于1928年的全国经济会议及全国财政会议上 金本位制的导入

设定为 制改革的 后阶段，同时决定在準备阶段中通过实施“废两改元”，达

成“先废两改元，后金本位制”的目标。虽然在1928年的会议上决定的财政、经

济政策在范围和程度上存在着差 ，但在某种程度上取得了一定的成果。但

是，有关 制改革的事项则因为政局的不安而无法施行，这一点可以由因特定

外部条件形成而 始的1933年的废两改元来说明。然而，在国际金本位制崩溃

的状况下所实施的废两改元是无法形成导入金本位制的準备阶段的。关于这一

点，既有的研究只 塬因归究于大恐慌的影响，对于金本位制的导入问题则无

具体性的分析。

有关金本位制的导入问题应从重新检讨甘末 委员会 始。在1928年的会议

上所决定的财政、经济政策方针与1928年8月时和世界性金本位制 制改革专

家甘末 (Edwin Walter. Kemmerer)的接触有关。1929年2月所组织的甘末

委员会曾针对 制改革及海关金单位制度提出过“渐进的金本位制导入法”（以

下简称为“导入法”）及“海关输入税金本位货 徵收法”（以下简称为“徵收

法”）两个建议案。本稿 通过既有研究不太注意到的“徵收法”来对海关金单

位制度及金本位制 制改革的性质进行分析。通过这样的分析，希望可以阐明

南京国民政府从1928年的会议到1933年废两改元的这段时间中推动废两改元的

过程，同时对南京国民政府 制改革史中在政策延续性层面的研究做出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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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末 委员会所建议的 制改革方式是略去废两改元，通过直接导入的方式

一次改为金本位制，同时在另一方面以省为单位渐渐扩大改革的范围。当时的

金本位制是以铸造、流通票面价值及实际价值不一致的信用货 （孙 ）来进

行。搭配着逐渐扩大施行地区的方式所进行的 制改革，这种金本位制的特性

有着能够筹措 制改革施行过程中所 的庞大财源的优点。对于废两改元是否

实施的问题，甘末 委员会与财政部长宋子文在 制改革的方针上有着歧 。

在1920年代国际银价持续下滑的趋势下，中国的货 价值（银 价值）在

1929年大恐慌爆发前后 始暴跌。货 价值的下跌使得中国在偿还外债、赔偿

金的过程中出现匯兑上的损失，同时，关馀的减 也造成财政上的损失。在这

种情况下，甘末 委员会提出内容为“ 关平银的价值固定为金平价，徵收时

以银 来徵收”的“徵收法”。“徵收法”一 始就定 为是由于渐进式地扩大

制改革范围的“导入法”在完全转换为金本位制前 要一段时间，同时为了管理

外匯风险所出臺的过度方案。南京国民政府曾 “导入法”翻译并且公 ，但却

没有 “徵收法”公 出来。这就是为什麽海关金单位制度只受到“导入法”却没

有受到“徵收法”影响的缘故。据此，海关金单位制度的金本位鲜 有人关注，

反而对南京国民政府藉着实施金本位来增加财政收入的侧面成了关注的焦点。

宋子文于1928年的会议中所决定的“先废两改元，后金本位制”的 制改革方

针获得维持。并且他对1929年5月的“徵收法”草案坚持不可实施的立场。然

而，1929年6月前后他的立场 始有所改变。同年7月，宋子文根据甘末 委员

会所提出的直接导入方式，决定1930年6月或7月于广东省 始推行金本位制

度。甘末 委员会于稍后的1929年10月提交了“徵收法”及“理由书”。南京国民

政府于1930年1月15日 海关金单位制度作为金本位制货 改革的準备阶段公

施行。甘末 委员会所提出的“导入法”及“徵收法”与 制改革的施行过程有

着密切的关係。南京国民政府根据“徵收法”施行了海关金单位制度。 后，海

关金单位制度的施行意味着“导入法”获得施行。

使宋子文的立场产生变化的直接塬因是1929年大恐慌前后国际银价的暴跌。

陷入脱离银本位制导入金本位制两难的中国不仅是银本位国家，而且当时是世

界 大的银 求国，同时保有大量的银。20世纪的国际银价导因于过度累积的

供给量对 要变化的敏感反映。因此，中国的金本位制导入在国际银价持续暴

跌的状况下进行。针对这一点，宋子文当然也有明确的认识。宋子文依照“徵

收法”，一面实施海关金单位制度，一面 “海关金单位”的名称改为“孙”，藉

此来避 国际银价崩溃所造成的损失。“导入法”铸造、流通票面价值与实际价

值33%的信用货 ，并且可以在 制改革过程中重新以铸造的用途回收所谓的

“废货银”。宋子文及孔祥熙之所以犟 恢復国内生产力的重要性其实就是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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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收废货银的重要性。

由于“金贵银贱”现象的加深，各界纷纷建议通过管制金银交易及管制输入、

输出政策以维持银 的价值。上海金业交换所的黄金交易虽然担负着控管外匯

风险及 节匯率的功能，但区分出投机买卖则不是一件容易的事。另外，禁止

银输入与徵收银输入税这两个案子在中国决定银 价值的过程中扮演着隔绝国

际银价影响的角色。宋子文认为，中国的货 价值无法只通过隔绝国际 场的

影响就能解决；同时，他也指出管制金银交易及管制输入、输出政策只能在金

本位国家施行，採用银本位制的中国绝对没有施行的计划。

但是，他的立场在即 实施 制改革的1930年6月前后有所转变。宋子文在

同年5月就推翻了他不过2~3个月前所坚持的立场，转而决定实施禁止黄金输

出、禁止外国银 输入以及 始徵收银输入税等措施。宋子文之所以会突然改

变立场，其理由可以通过金本位制 制改革的实施过程来说明。依照他的说

法，南京国民政府的金本位制 制改革于同年7月完成了法律上的準备，塬本

处于即 要发表施行日的状 ，但是1930年新一波的银价暴跌使得施行日的发

表延迟。虽然在金本位制 制改革中扮演着中枢角色的全国 制委员会于1931

年6月成立，但1931年9月国际金本位制 始崩溃，使得南京国民政府不得不放

导入金本位制的尝试。虽然南京国民政府在导入金本位制的尝试上受到挫

折，但海关金单位制度则持续施行，这使得财政收入能够不受匯率变动的影

响，维持着安定的财政收入。

关键字: 关税, 海关金单位制度, 金本位制, 宋子文, Edwin Walter 

Kemmerer, 设计委员会, 甘末 委员会

学号: 2010-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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