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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1999년 1월 1일 유럽聯合(European Union ; EU )의 11개 회원국 1)은 제3단계 經濟通貨同
盟(Economic and M onetary Union ; EMU )에 돌입, 유로(the eur o)2)貨를 출범시켰다. 유
로화의 도입은 域內에서 單一通貨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 美 달러貨에 견줄 만한 基軸通
貨(key currency )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이들 참가국은 자국의 통화신용정책을 1998년 6
월 1일 발족한 유럽中央銀行(European Central Bank ; ECB )에 위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럽 각국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를 세우면서 꿈으로만 여겼던 유럽의
단일통화(single curr ency for Eur ope)가 실현을 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0년까
지 통화동맹을 이룩하기로 한 워너 보고서(W erner Report )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무
산되고 말았지만 환전, 환율변동 등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단일시장을 건설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單一유럽法(Single European
A ct )의 시행을 계기로 유럽통화제도(Eur opean M onetary Sy st em ; EM S ) 및 환율조정장
치(Ex change Rate M echanism ; ERM )가 가동되었으나 換率의 불안정을 피할 수는 없었
다. 이에 1989년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3단계에 걸친 경제 및 통화동맹을 제
안(Delor s Report )하였고,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M aastricht T reaty )으로 이를 확
1) EU의 15개 회원국중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들( In Countries )을 말한다. EU
각료이사회(Council)는 1998년 5월 3일 EU 집행위원회(Comm ission )와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의 보고서를 토대로 유럽議會(European P arliam ent )의 권고안에 따라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단일통화의 도입에 필
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리스는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2001년 1월 참가의사를
밝혔으며, 스웨덴은 환율의 안정성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요건이 미비되어 가입이 곤란하였다. 영국과 덴
마크는 不加入을 선택(opt - out )함으로써 미참가국으로 남게 되었다.
2) 유로 란 명칭은 1995년 12월의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제3단계 EMU 단일통화의 명칭으로 결정되었는데,
각 회원국 언어의 알파베트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원래
유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해 국경 밖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가리키는 말로, 예컨대 미국 밖의 유럽·아시아

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는 EMU의 제3단계 유로화의 출범3)에 따른 법률문제를 EMU의 제도적 측면과 함
께 주로 은행이 관련된 국제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춰 유로화 사용의 법적인 근거(legal
fr am ew ork ), 참가국 통화가 개재된 각종 법률관계의 계속성, 未참가국 및 域外의 거래상
대방에 대한 효력, 실제 거래에의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4 )

Ⅱ . 通貨 單一化의 法的 根據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설립근거인 로마 조약(T reaty of Rom e, 1957)을 개
정한 것으로 각국의 國民投票를 거쳐 일부 회원국의 EMU 가입을 유보한 채 1993년 11
월 1일 발효되었다. EU 지도자들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단일통화의 실현은 평화
와 전쟁의 문제 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의 수렴(economic conv ergence) 조건인
물가상승률, 통화가치의 안정성, 장기금리,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의 네 가지 요소를 마스
트리히트 조약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996년말까지만 해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
크 등 4개국뿐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불경기, 실업 등의 경제난으로 경제안정과 고용정책
을 둘러싼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계획상의 최종일자인 1999년 1월 1일 마침내 단일통화
(single currency )를 출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조약에 따르면 이날 이후에는 경제의 수
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한다는 것은 유로화에 가입한 나라(participating M ember
Stat es ; 이하

참가국

또는

Euroland ,

Euro- Zone 이라 함) 통화간의 교환비율

(conv er sion r ate)을 1998년 12월말 기준으로 확정5 )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유로랜드의 통
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신규 국채발행은 유로화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9
년 1월 1일자로 유로화가 참가국의 통화로 인정받게 되지만 유로화 은행권 및 주화의 제
조·유통에 상당한 시일이 요함을 고려해 2001년말까지 경과기간(T ransitional P eriod)을
두고 각국의 통화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의 일정을 보면 2001년 12월 31일 각국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채무가 유로화로 표
시가 자동 변경되며, 2002년 1월부터는 유로화 은행권 및 주화가 유통될 예정이다. 그리
3) EMU 제3단계에는 199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로화와 기존 통화가 병행하여 사용된다. 2002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단계에는 유로 지폐와 동전이 교환·배분되고 실생활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4) 법적인 측면에서 유로화 출범의 의의를 다룬 문헌은 별로 많지 않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EU 집행위원
회가 1997년 11월에 작성한 보고서 유로화 사용의 법적인 틀 (Legal framew ork for the use of the euro)
<http:// www .euro.fee.be/ library/ be/ ecc031811.html> 및 세계적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가 인터넷에 올린 EMU 자
료<http:// www .cliffordchance.com/ library/ publications/ emu_legal>를 주로 참고하였다.
5) 1998년 12월 31일 오후 12시 30분(CET ; 유럽표준시) EU 집행위원회는 11개 참가국 통화의 교환비율(안)
을 산출하여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이를 인터넷< http :/ / eur opa.eu .int/ eurobirth > 에 공표하였다. 이
날 부뤼셀에 모인 각국 재무부장관들은 각료이사회를 열고 오후 1시 30분 이 교환비율을 공식 채택하였

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각국의 지폐나 동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EU내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된다. 당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는 단일통화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집행위원회 정상회담(특
히 1995년말의 마드리드 정상회담과 1996년말의 더블린 회담)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효
력을 발생하는 EU 規程(Regulations )6)으로 확립되었다.
우선 로마 조약 제235조에 의거한 EU 규정7)이 있다. 이 조항은 유럽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단일통화제도 가입 여부
를 불문하고 종래 EU의 통화단위로 사용되어온 ECU (European Curr ency Unit )8)로 표시
된 채무의 취급, 계약의 계속성, 통화교환 및 사사오입에 관한 규정들이 모든 EU 회원국
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1997년 6월 17일 채택되고 6월 20일자로 발효됨으로써 EU 각국
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보장9)받고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시스
템 변경에 착수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개정된 로마 조약 10) 제109조의l (4)항에 따른 EU 규
정 11)이 있는데, 이는 각료이사회가 1998년 5월 3일 채택하여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
었다. 이 규정은 EMU 단일통화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각국 통화의
유로화로의 대체, 국내 통화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 유로화 은행권 및 주화의 도
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유로화 통용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로마 조약 235조 규정이, 유로화
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로마 조약 109조의l (4)항 규정이 각각 적용됨
을 알 수 있다.
6) 유럽공동체 창설조약 제189조는 EU의 법규범으로서 EU 각료이사회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유럽의회, 각
료이사회, 집행위원회는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規程(regulation )을 제정하거나, 指針(directiv e)을 발령
하고, 決定(decision )을 내리며, 권고(recomm endation ) 또는 의견(opinion )을 표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① 規程은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 )을 가지며, ② 指針
은 각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이행방법 및 형식이 회원국에 맡겨져 있어 國內立法 과정을 거쳐야 비로
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③ 決定은 특정국가·기관·개인을 상대로 발해지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④ 상대방에 대하여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나, ⑤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표명하는 의견에 대해
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Council Regulation (EC) No.1103/ 97.
8) ECU는 로마 조약 제109조g 및 EU 규정(EC No.3320/ 94)에 의한 유럽공동체의 공식적인 통화단위였음에
도 對美 달러 환율의 불안정으로 平價切下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EU 정상은 1995년 마드리드 정상
회담에서 E CU를 유럽에서의 통화단위를 나타내는 일반명사(gen eric t erm )로 보고 새로 출범하는 유로화
와 1대 1로 교환되는 가치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ECU는 유로화의 출범과 함께 유로화에 그 자리를 내
어주고 E CU에 관한 EU 규정도 따라서 폐지되었다(235조 규정 제2조2항).
9) 235조 규정은 前文(Whereas 이하) (7)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in order t o reinforce legal
certainty and clarity , its is appropriate ex plicitly to confirm that the principle of continuity of
contr acts an d other legal instrum ents shall apply betw een the form er national currencies and the euro
and betw een the ECU ⋯ and the euro; ⋯
10) EU 설립의 근거가 된 조약은 1992년 체결되어 1993년 11월 1일자로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지만,
동 조약은 유럽공동체를 창설키로 한 1957년의 로마 조약을 보완하고 개정하고 있다.

單一通貨제도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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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U 표시부채의 취급

- 참가국 통화의 유로화로의 대체

- 계약의 계속성(continuity of

- 경과규정: 각국 통화의 법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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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지폐 및 동전의 유통

- 사사오입(r oun ding )

- 경과기간 이후 유로화로의 전면 대체

출처 : Cliffor d Chan ce, "A T ale of T w o R egulation s ", E urop ean M on e tary Un ion
P ublications , 1998.

Ⅲ . 單一通貨제도의 주요 내용
1. 經濟通貨同盟(EMU )의 제도적 틀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를 준비할 기구로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제도(F eder al Reserv e Sy stem )를 본떠12) 유럽중앙은행(ECB )과 유럽중앙은
행제도(European Sy stem of Central Banks ; ESCB )를 창설하였다.

가. 유럽통화기구(EMI)
EMI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 직후인 1994년 1월 1일 발족하여 유로화의 창설 등
EMU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럽중앙은행(ECB )이 정상적으로 통
화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 중앙은행
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통화정책의 시행을 조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각 회
원국이 경제의 수렴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
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EMI는 유로화의 출범과 함께 그 기능을 ECB 또는 ES CB에 인
계하고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12) 1913년 미국 연방준비법(F ederal Reserv e Act )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全國
을 12개 지구로 나누고 각각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F ederal Reserv e Banks )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
기구로는 30년대 법개정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개편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 ernors of the
F ederal Reserv e System )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병규, 中央銀行論 - 세계의 중앙은행 , 문

나. 유럽中央銀行(ECB )
ECB는 본점을 프랑크푸르트에 둔 독립된 法人格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1998년 6월 발
족하였다. ECB는 단일통화 참가국에 대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
게 되는데 ES CB를 통하여 각국의 중앙은행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게 된다.
ECB의 일상적인 업무는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통화 및 금융제도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추천하고 참가국 정부가 선임하는 4인 등 도
합 6명으로 구성된 理事會(Ex ecutive Board)에서 수행한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과
참가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政策委員會(Gov erning Council)에서 의결한 지침과 결
정에 따라 통화정책을 집행한다. 정책위원회는 단기 통화목표, 주요금리 수준, 지급준비율
등에 관한 ES CB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다. 유럽中央銀行制度(ESCB )
ES CB는 유로화 참가국 중앙은행과 ECB로 구성된 기구이다. ES CB는 유럽중앙은행과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인격을 갖고 있는 ECB와는 달리 ESCB는
독립된 법인은 아니다. 물론 ES CB의 통화정책은 ECB와 참가국 중앙은행이 수행하며,
EMU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EMI로부터 승계한 일반 업무에 대하여 여
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다.
ES CB의 회원은행들은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단일통화제도로 이행
함에 있어 핵심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물론 ECB 및 ES CB의 근
거법에서도 ECB나 각국의 중앙은행, 그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공동체 기관이나 회원
국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 기관이나
회원국 정부도 독립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S CB의 제일 중요한 과업은 회원국 중앙은행간의 업무협조를 기하고 통화정책을 조정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 未참가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一般
委員會(Gener al Council)에서 결정한다.
ES CB의 1차적 목표는 유로랜드에서의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를 저해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자유경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EU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ES CB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외환시장 개입,
참가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역내 통
화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회원국 중앙은행의 기능을 이양 받아 행사
하는 것이다.

라. ECB의 권한 및 규제·감독
ECB는 유로랜드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결정, 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 규정(r egulation )은 다른 EU 規程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며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결정은 그 결정의 상대방에 대
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권고 및 의견은 아예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규정, 결정 등의 규제
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ECB는 금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로랜드에서 유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ES CB 정책위원회에 속하며,
유로 주화의 주조권은 ECB의 승인하에 각 참가국이 갖게 된다.
ECB가 행하는 각종 통화정책은 Repo 거래와 같이 적격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
나 담보권(security inter est s )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유로랜드의 각 금융기관
은 EU 집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최저 지급준비금(minimum reserv e)을 ECB에 예치
하여야 한다. ECB와 각국 중앙은행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떠한 경우에도 EU 공동체의 기관이나 조직, 어느 회원국이나 정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13)
그렇다고 ECB가 중앙은행 기능을 발휘하여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향후 일정 시기에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ECB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관하여 EU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유관기관에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2. 유로貨 도입을 위한 EU 規程
1999년 1월 1일을 기해 유로화가 출범하고 참가국의 통화는 법적으로 사라지고 유로화
의 다른 이름(denomination )으로 존재할 뿐이다.14) 즉, 2001년말까지 유로화는 주로 금융
시장 거래, 국가간·기업간 거래 등 실체가 없는 문서상의 거래에서 이용되며, 이 기간동
안 각국의 기존 통화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3년의 경과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는 종전의 통화로 이행해야 하는가, 아니
면 유로화로 해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는 유로화가 시행되는 참가국에서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각료이사회는 109조의l (4)항 규정을 제정하여 유로화의 출범과 함
께 이를 시행하였다.

13) 이는 중앙은행 단위의 救濟金融을 금지(N o Bail- out )하는 결과가 되어 어느 참가국의 國債도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신용 리스크의 헤징을 위한 다양한 파생상품이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4) 109조의l (4)항 규정의 제2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A s from 1 January 1999 the
currency of the participatin g Mem ber States shall be the euro. T he curr ency unit shall be one euro.
One euro shall be divided into one hundred cent s . 그리고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 he euro shall also be divided into the national currency units according to the conv ersion rat es .

가. 109조의l (4)항 규정의 취지
현찰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아직 유로화가 유통되기 전이므로 기존 은행권과 주화
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109조의l (4)항 규정은 제9조에서 경과기간중
유로화 참가국의 기존 은행권 및 주화는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이 규정 시행일 전날인
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法貨(legal tender )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로화가 시행되고 환율도 고정되어 있지만 파리에서 쇼핑하면서 마르크화로 지불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찰이 아닌 金員의 지급은 법적으로 그와 同 가치의 화폐로 해야 된다. 109조
의l (4)항 규정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종전에 표시되
었던 통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과기간 중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으로 정한
통화, 그것이 자국 통화이든 유로화든 그것으로 해야 한다. 비록 EMU 참가국의 통화로
할지라도 그것은 유로화를 당해국 통화표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09조의l (4)항 규정의 제8조에서는 유로화 참가국의 통화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당초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표시된 지급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로화가 시행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
사용을 강제 당하거나 금지 당하지 아니한다15)는 것이다.

로마 조약 109조의l (4 )항 規程 제8조
(1)

참가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하거나 그 통화표시로 되어 있는 법률문서로써 하는 행위는

당해 통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하거나 유로화 표시로 되어 있는 법률문
서로써 하는 행위는 유로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또는 어느 한 참가국의 통화로 표시되고 당해국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채무자가 유로화 또는 당해국 통화로 지급할 수 있
다. 그 금액은 소정의 환율로 변환하여 채권자 계좌가 표시되어 있는 통화로 채권자의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후 략>

위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유로화 또는 해당 참가국의 통화 어느 하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은 유로화로 대체(fungibility of
paym ent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한 어느 한 참가국의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채
무자는 이를 유로貨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
해국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유로화의 사용을 강제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거래은행은 지급 받은 금전을 채권자의 계좌와 일치하는 통화표시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235조 규정
에 따른 통화교환시의 사사오입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가 109조의l (4)항 규정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통화를 선택할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경과기간이 끝나면 기존 지폐와 동전은 유로화에 자리를 내어주고(final
sub stitution ) 6개월내에 유통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기간 종료시점에 현존하
는 법률문서(legal in strum ent )16)에서 참가국 통화를 지칭(r efer ence)하는 것은 소정 환율
에 의하여 유로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235조 규정에 의한 사사오입 규
칙(r ounding rules )을 적용하여야 한다.17 )

나. 109조의l (4)항 규정에 의한 유로貨의 倂用
109조의l (4)항 규정은 유로화 참가국의 통화는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르크화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가 유로
화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채권자의 거래은행은 이를 마르크화로 재환전하여 입금처리하
고, 유로화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채권자의 계좌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비록 유로화로 지급을 하더라도 독일이면 마르크화, 이태리이면 리라화 등 해당 통
화의 상당액만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며 수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지급을 유로화의 다른 통화
표시로 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채무자는 동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 다른 통화 표시로 지
급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 결과 유로랜드의 금융기관들은 참가국 통화간의 교환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했다. 또 거액의 자금을 주고
받는 기업들도 다양한 통화표시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를 대조확인(對査)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다. 235조 규정에 의한 通貨交換
경과기간중 각국의 통화는 유로화와 공식환율(official conv er sion rates )에 의한 교환이
100% 보장된다. 235조 규정은 통화교환 및 사사오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
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해야만 유로화와 다른 통
화표시 금액과의 법적 동일성(legal equiv alent )이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어느 한 참가국의 통화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가 109조의l (4)항 규
정에 의하여 유로화로 지급을 하는 경우 환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를 이행한 것
16) 235조 규정과 109조의l (4)항 규정에 나오는 법률문서란 각종 법규는 물론 행정관청의 결정, 법원의 심
판, 계약(반드시 문서로써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방적인 법률행위, 은행권·동전을 제외한 각종 지
급지시증서, 기타 법률 효과를 갖는 증서(instrum ent )를 말한다 (109조의l (4)항 규정 제1조).

으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채권자 계좌의 표시통화로 환전하여 지급을 할 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로화의 공식환율은 여섯 자리의 의미있는 숫자(six significant figures )로 되어 있다.
이 환율은 1998년 12월 31일의 환율로 고정되며 통화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다. 235조 규
정은 경과기간중의 유로화를 참가국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 다만, 환율을 표시할 때 그 逆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왜냐
하면 공식환율이 1 유로당 1.23456 마르크라고 가정했을 때 1 마르크는 0.81005(여섯 자
리 숫자) 유로가 되지만, 1백만 유로를 마르크로 환전하는 경우 8,100,050 마르크가 되어
공식적인 8,100,051.80 마르크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235조 규정은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계산할 때 반드시 유로화를 매개로 하여 3면
계산(triangulation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A국 통화를 B국 통화로 환전하는 경
우에는 1단계로 A국 통화를 유로화로 환산(소숫점 이하 3자리 이상 반올림)하고, 2단계
로 유로화를 B국 통화로 환산한 후, 3단계에는 현지법 또는 관행에 따라 가장 근접한 통
화단위(예: 센트)로 이를 표시하게 된다. 235조 규정은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
는 다른 계산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유로랜드에서 현지 통화와 유로화로 이중표시
(dual pricing sy stem )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3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235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표시통화에 따른 금액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법적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관련 당사자에
게 통지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환율(cross - rates ) 방법을 써도 좋을 것이다.
환율계산시의 통화의 최소단위인 센트, 페니히, 상팀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35조 규정에 의하면 지급 또는 계산을 하는(to be paid or accounted for ) 경우에는 반올
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EMU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유로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해야 한다.
그러나 경과기간이 끝나고 계약상의 표시금액을 유로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도 반올림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주식회사 1주의 가격을 유로화로 반올림하여 환산한 것
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것과 전체 납입자본금을 유로화로 환산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권종으로 발행되는 회사채, 수량이 많은 소액의 재고자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율도 계산과정에서 반올림하는 것과 최종결과를 반올림하는
것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국내 통화로 표시된 계약금액을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것을 채권자의
거래은행이 국내 통화로 재환산(reconv er sion )하여 입금 처리할 경우에도 차이가 생긴다.
국내 통화로 거액의 자금을 지급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이 유로화로 운영되는 만
큼 국내 통화로 최종 결제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결제 시
스템 내지 절차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 자동적인 對査, 일반 약관 등의 방법으로 해결

하는 수밖에 없다.

3. EU 規程의 域外適用 문제
그렇다면 단일통화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유로랜드 밖에서는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의 準據法(gov erning law )이 다르
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표시통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면 당해 표시통화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를 화폐법 원칙 또
는 화폐이론 (lex m on e tae ; theory of m oney ) 18)이라고 한다.
물론 섭외사법상으로도 채무이행의 방법이 문제될 경우에는 이행지법, 즉 실제 지급을
하는 곳의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법의 저촉에 관한 로마 협약에서도 이 원칙을 따
르고 있다. 유로랜드 밖의 법원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09조의l (4)항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후술하는 바
와 같이 뉴욕州法이 국제거래의 준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국 뉴욕州에서는 준거
법으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EU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완료하였다.

Ⅳ . 去來上의 法律問題
유로화가 국내 통화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거래상의 문제가 적잖이 발생한다. 국내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은 해지하여야 하는가, 국내 통화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不可抗力(f orce m aj eure, impossibility )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화폐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들이 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로 크레딧, 유로 본드, 스왑, 디리버티브 등의 거래에 있어서 유
로화의 시행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m aterial change of circum stances )에 해당한다는 인
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1. ECU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폐법 원칙(lex m on etae )에 의하면 준거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화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통화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유
로랜드에서는 전기 EU 규정이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공식환율을 적용한 유로화를
18) 화폐법 원칙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예는 통화 변경시에 舊통화로 표시된 금액이 新통화로 얼마가 되느냐
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어느 나라나 自國 통화에 대하여 主權을 행사하므로 다른 나라는 이에 영향을 주
는 입법이나 결정을 할 수 없고, 무엇이 돈이고 그 명목가치는 얼마인가 에 대하여는 당해국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 정부와 시장참가자와 접촉을 갖고 세계 주요 금융시장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상의 지급통화가 ECU 19)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해당 통화가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데 ECU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ECU와 유로화의 가치는 동일할 수 없지만, 거래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유로화가 도입되는 1999년 1월 1일에도 ECU는 그 자
체가 하나의 통화가 된다

20)고

규정하였으며, EU 각료이사회는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즉 EU 정상은 1995년의 마드리드 선언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ECU는 유로화와 1대 1로 교환

21)하기로

계약에

결정하였고, 235조 규정에

서는 EU 회원국의 법이 준거법인 계약에서 EC 규정 제3320/ 94호로 정의된 ECU를 지
칭하는 것은 ECU와 1대 1로 교환되는 유로화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고 정하였다. 계약
에서 ECU가 바스켓 통화라는 정의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도에
비추어 그 반대로 추정되지 않는 한 EC 규정 제3320/ 94호로 정의된 ECU를 말하는 것으
로 본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특정 시점의 ECU를 언급22) (이를

closed basket contract 라 하

는데, 만기가 1999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
요가 있음)한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추정되는 경우이므로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
의 권리·의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契約의 繼續性 문제
유로화의 시행을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볼 경우에는 계약목적의 좌절(영미법상의
fru str ation )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EMU 참가국 통화를 한 편으로 하는 스왑 계약(예: U$/ DM ,
DM/ F F r )에서 많이 엿볼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 스
왑 거래를 하였는데 1999년 1월 1일 환율이 고정되어 버리면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마치

19) 종래 유럽 공동체의 통화단위로 사용된 ECU는 유럽통화제도(EMS ) 참가국 통화를 구성통화로 하여 각
국의 GDP , 역내 무역량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하고 통화별 單位數를 계산하여 전체의 가치를 결정
하였다. 즉 EMS 참가국의 통화를 바스켓에 담아 그 가중치와 단위수에 따라 전체의 가치를 결정한 것이
ECU였다.
20) T he E CU becom es a currency in its ow n right on 1 January 1999.
21) In the case of contract s denom inated by reference t o the official ECU basket of the European
Community ⋯ substitution by the euro w ill be at the rate of 1:1, unles s otherw 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
22) ECU의 구성통화별 가중치는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마련이고 EMS 구성통화 자체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E CU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만일 어떠한 거래가 내용상으로 특
정 시점의 E CU가 의미 있는 것으로 지정하였다면, 유로화 도입후에는 유로화 참가국 통화간의 환율이
고정되는 만큼 당초 약정한 E CU와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더욱이 유로화는 E CU에 비해 영국, 덴마크,
그리스 통화가 빠지는 대신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통화가 들어가므로 그 가치가 ECU와 동일할 수 없는

年金(annuity )처럼 어느 한 편에만 純額을 지급(net paym ent )하게 되어 스왑 거래를 하는
경제적 의의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235조 규정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거래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로화의

도입은 법률문서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이행을 면제하는 효과를 갖
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23)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규정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特約에서는 반드시 유로화의 도입을 언급24)하
여야 한다.
물론 유로화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계속성을 갖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계약의 계속성에 관하여 EU 규정이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였을지
라도 유로화 도입이 계약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사자가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당사자가 유로화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러한 사태가 당사자의 의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ECU 표시 대출 또는 채권발행 계약서에서 ECU가 더 이상 유럽공동체의 계산단
위 또는 유럽연합의 통화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CU 대신 그 구성통화로 동일
한 가치의 지급을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면 유로화가 EU 전체의 통화는 아니라 해도
235조 규정에 의하여 ECU를 대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조항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
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EMU

참가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지급준비금(r eserv e

r equirem ent s )을 부과하게 되면 이는 대주에게 비용의 증가(incr eased cost s )가 되어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대출금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準據法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EU 규정은 회원국의 국내법이 되므로 많은 국제거래에서 준거법으
로 쓰이는 영국법에는 이들 EU 규정이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
는 경우에는 EU 235조 규정도 적용이 있다.
그러나 ECU나 유로화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EU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화교환과 계약의 계속성 등에 관하여 EU 규정과 같은 규정
을 둘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 달러화가 포함된 스왑 기타 파생금융상품 거래계약의 상당
수가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달리 뉴욕주에서는 EU 규정을
23) The A rticle 235 Reg ulation A rtic le 3 . T he introduction of the euro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altering
any t erm of a legal in strum ent or of discharging or excusing perform ance under any legal
instrum ent , nor giv e a party the right unilat erally to alter or terminat e such an instrum ent . T his
pr ovision is subject to anything w hich parties m ay hav e agreed.
24) 235조 규정은 前文 (7)에서 ⋯ the principle of continuity should be compatible w ith anythin g w hich
parties might hav e agreed w ith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고 하였다. 즉 이러한 특약

法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유
로 시장에서 많이 발행하는 ECU , DM 표시채권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25)
이러한 거래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 국제거래가 빈번한 미국의 일
부 주에서는 EU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조치를 이미 마쳤다.26) 즉 계약의 계속성은
인정하되, 유로화의 도입을 특별히 언급하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ECU를 유로화로 대체하거나 계약의 계속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급지가 한국인 경
우 국내법에 의한 ECU와 유로화의 효력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EU의 235조 규정에서 천명한 다음의 원칙27)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로화의 도입으로 각 유로화 참가국의 화폐법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나라의 화
폐법 원칙을 승인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므로 계속성의 원칙을 명백히 확인하
는 이상 제3국에서도 계약 기타 법률문서의 계속성을 승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화폐법 원칙을 인정한다 해도 EU의 입장이 설득력은 있지만 법원
이 국내의 법원칙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해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계약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각 계약당사자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스왑·디리버티브 협회(International S w aps and Deriv atives A ssociation , Inc.;
ISDA )에서는 계약의 계속성 등에 관한 표준조항을 만들어 1998년 5월 6일 ISDA EMU
프로토콜로 공표한 바 있다. 스왑 거래 등을 통하여 ISDA 마스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들은 EMU 프로토콜 부표(Pr otocal Exhibit 1)의 양식을 완성, EMU 특약 체결을 주선하
는 ISDA에 교부함으로써 이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동 프로토콜에 의하여 새로운 마스
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된다.28 )

25) Niall Lenihan , "T he Legal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Monet ary Union under U .S . and New York
Law " < http :// w w w .euro.fee.be/ Library/ BE/ BEC03A 2102a.htm >
26) 뉴욕주에서는 일반채무법(Gen eral Obligations Law )의 T itle 16. Continuity of Contract (§5- 1601 이하)
를, 일리노이주에서는 Eur o Conv ersion Act를 각각 1997년 7월에 제정하였다.
27) The A rticle 235 Reg ulation (8) Whereas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constitutes a change in the
m onetary law of each participating Member State; w hereas the recognition of the m onetary law of a
State is a univ ers ally accepted principle; w hereas the explicit confirm ation of the principle of
continuity should lead to the recognition of continuity of contracts an d other legal instrum ents in the
jurisdictions of third countries ;
28) ISDA의 EMU 프로토콜은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EMU 참가국 통화 거래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번거롭게 상호간(bilateral)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多者間 議定書(multilateral protocol)로써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SDA는 이를 위하여 (i) 계약의 계속성, (ii) E CU 및 참
가국 금리·환율의 시세표시(price sources ), (iii) 지급 네팅. (iv ) EMU에 관한 정의(definitions ), (v ) 채
권 옵션(bond options )에 관한 特約을 부표(annex )을 구분하고, 거래당사자가 이를 따를 것인지 표시하여
ISDA에 1998년 9월 30일까지 同意書(A dherence Letter )를 보내도록 했다. ISDA는 각 금융기관의 디리
버티브 거래상대방이 전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 EMU 特約체결의 대리인(agent )을 자임하
고 소정의 수수료(U$500)와 함께 ISDA에 동의서를 보내오면 이를 간행물 또는 인터넷에 공표함으로써
特約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 상호간의 개별 거래에 있어서는

4. 金融去來慣行
가. 利子率 및 날數 계산
유로화의 출범으로 EMU 참가국의 통화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되었으므로 각국의 금
융기관단체가 F IBOR , LIBOR 등의 통화별 금리를 발표하는 것도 무의미해졌다. 그 대신
1999년 1월부터는 유로랜드에서 대표성을 가진 몇 개 금융기관이 域內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로 금리를 EURIBOR (Eur opean Interbank Offer ed Rate)라는 이름으로 발표
하고 있다.
또한 유로화에 관한 市場慣行(m arket conv ention )도 바뀌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날
數는 360일 분의 실제 경과일수(actual/ 360)로 계산하고 결제는 당일과 익일(spot/ tw o
day )을 표준으로 하며, 영업일(bu siness day s )은 T ARGET 가 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다. 채권시장에서는 날수를 실제 날수 분의 실제 경과일수(actual/ actual), 결제일은 3일
후, 표시는 십진법, 이자지급은 연 1회 또는 2회, 영업일은 T ARGET 에 맞추기로 하였다.
여기서

T ARGET 란

T rans - European

Aut om ated

Real- tim e

Gross

S ettlem ent

Expres s T r an sfer Sy stem 의 약자로 각 회원국의 RT GS (Real- tim e Gr os s Settlem ent )와
ECB (유럽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범유럽 자동화된 실시간 총액결제 특급이체
시스템 을 말한다. 바로 이 T ARGET 를 통하여 EU 역내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로
화의 국경을 넘는(cr oss - border )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유럽중앙은행은 일원화된 금
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營業日
T ARGET 는 크리스마스와 新正을 제외한 平日에는 항상 가동이 되므로 이 날이 유로
시장이 열리는 영업일이 된다. 이에 맞춰 영국의 RT GS인 CHAP S Euro는 런던에서의
유로화 결제가 항상 가능하도록 T ARGET 가 열리는 날이면 영국의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결국 EU 회원국마다 공휴일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지급해도 되던 법관행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이 아닌 다른 참가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
여야 한다. 계약서상으로는 영업일29)의 정의, 결제계좌의 지정, 지급지의 변경, 채무자의
지급결제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네 팅
채권·채무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키는 네팅(netting ) 내지 상계(set - off)에 있어서
29) 따라서 일반 은행이 휴무하는 공휴일에도 유로화 결제에 관한 한 은행이 영업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경과기간 동안 유로화가 아닌 기존 통화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유로화 결제를 위하여 은행이 영업을
하더라도 이는 일반 은행이 기존 통화로 결제하고 외환거래를 하는 은행영업일(bankin g day )이 아니라

도 유로화의 등장은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경과기간 중에는 통화
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셈이므로

네팅이나 상계를 허용하는 EMU 참가국의 국내법 규

정은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그것이 유로화 또는 EMU 참가국의 통화인 경우에는 금전채
무에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디리버티브 거래상대방의 파산시에 문제가 되는 일괄청산 네팅(close- out
netting )의 경우 영국법상으로는 지급채무 표시통화국의 국내법 규정에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enforceable)고 보고 있다. 지급 네팅(paym ent netting )에 대해서도 ISDA EMU
프로토콜은 경과기간중 서로 다른 참가국 통화로 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여
전히 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
[IS DA 마스터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각각의 거래에 있어서,
(a )

거래당사자들은 유로화가 1999년 1월 1일자로 참가국의 단일통화로서 도입되고, 경과기간

중에는 각국의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b)

IS DA 마스터 계약서 제2조(c) 네팅에 관하여 경과기간중 서로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으

로 표시된 금액은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는 데 동의하며,
(c)

따라서 IS DA 마스터 계약서 제2조(c)(i)의 규정은 동일한 통화로 [그 금액을 어느 날 현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다만, 경과기간중 어느 날에 유로화의 금액(유로화로 표시되
든 참가국의 통화로 표시되든 불문)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로화 또는 동일한 참가국의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로 변경하기로 한다.

Ⅴ . 유로貨의 도입이 金融去來에 미치는 영향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도입과 단일한 公定금리체계, 강력한 중앙은행 제도의 출현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은행들도 1998년 EMU의 통화 통
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유로화의 보유비중을 늘리는 한편 유로화로 표시되는 무역·
외환 거래의 증가에 대비해 계좌 개설,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
다.
여기서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은행업무의 경제적·기술적 측면은 생략하고,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왑 거래시 유로화의 도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스왑 거래를 중심으로 논하는 것은 우선 (i)
스왑 등의 디리버티브 거래와 관련하여 ISDA가 매우 치밀하게 당사자간의 標準約定을
작성하였고, (ii) 이러한 특약이 다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類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ii) EMU 참가국 통화간의 스왑 거래는 의미가 없
30) ISDA EMU 프로토콜은 경과기간중 유로화와 기존 통화가 병행 사용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가장 간단한 방법은 ISDA에 부표 4로 예시된 同意書(A dherence Letter )를 보냄으로써 지급 네팅을 계속

어지므로 기일전 종료(解止; early t erm ination )되거나3 1) 자취를 감추더라도, 유로화와 域
外통화간의 통화 스왑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므로 스왑 거래에 유로화 도입의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스왑 거래에 있어서는 스왑 당사자가 기왕에 체결해 놓은 ISDA 마스터 계약서를 수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술한 EMU 프로토콜에 따라 ISDA에 同意書를 보내든가, 아니면
프로토콜에 따른 特約사항을 부속서(schedule)로 작성하면 될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것
은 계약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ISDA EMU 프로토콜은 계약의 계속성에 관한
특약을 맺거나, 부속서 제5부(P art 5)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MU: 계약의 계속성
(a )

당사자들은 아래 (b)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통화동맹과 관

련된 사태의 발생 여부는 본 계약 또는 거래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이행을 면제하는 효과를 갖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 또는 거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 사유, 기한전 종결 사유
또는 기한전 종결일의 지정을 위한 기초가 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여기서 유럽 공동체의 경제·통화동맹과 관련된 사태란 다음 각호의 것(둘 이상이 합쳐진 것
포함)을 말한다.
(i)

명칭이 유로이든 아니든 간에 단일 또는 통합된 유럽 통화의 도입, 변경 또는 사용

(ii)

회원국 통화와 새 통화간 또는 회원국 통화간 환율의 고정

(iii) 유럽 공동체의 계산단위로서 EC U를 새 통화로 대체하는 것
(iv) 새 통화를 회원국의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것
(v)

새 통화를 도입하기 전에 회원국의 法貨로서의 지위를 철회하는 것

(vi) EC U 또는 어느 한 회원국 통화에 대한 관련된 가격 기타 시세의 공표가 폐지되거나 다
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 또는 공표기관(s pons or)이나 그 승계인이 관련가격, 지표, 시세,
스크린 페이지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것
(b) 어느 거래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변경 또는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어떠한 약정도 그것이
서면으로 되어 있고, 이 조항 또는 유럽통화동맹, 유럽 공동체의 경제·통화동맹과 관련된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마스터 계약서 제9조(b)항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효
력이 있다.

우리나라 법은 아직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예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화폐법 원칙(lex m on etae ), 즉 금전채권의 涉外私法上의 원칙도 뚜

31) 유로화의 도입으로 순지급이 일어나는 참가국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도 유로화의 도입이 당연한 스왑의
解止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환 리스크 커버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유로화
의 도입이 거래 자체를 현실성이 없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것부터 환
리스크를 인정한 것이고 오래 전부터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는 점, 상대적인 통화가치의 차이를 이용하여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순액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래당사자가 의도하였던 캐시플로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지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

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32)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유로화 구성통화 또는 ECU가 포함된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다
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유로화의 도입 또는 그 구성통화 간의 환율의 고정화로 인하여 당초 의도한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당해 거래의 준거법 또는 EU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유
효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EMU의 유로화 도
입 사실을 언급하도록 한다.
통화 스왑 거래에 있어서도 유로화 도입에 따른 계약의 계속성을 유지하려면 ISDA
EMU 프로토콜의 상기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만일 당사자간의 特約으로 이를 변경
또는 배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EMU 내지 유로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유로화의 출범 후에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유로화
와 역외 통화간의 스왑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적 장치가 완
비되어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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