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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유로貨의 도래는 유럽통합의 새로운 차원이다. 공통의 유럽통화와 함

께 이제 거의 50년이 되는 유럽통합의 역사상 처음으로 종래 국민국가들의 고전적 高

權 역에 속했던 하나의 중심적 요소, 즉 통화발행권이 유럽공동체에 넘겨졌다.

Ⅰ. 머 리 말

마아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조약이 통화연맹의 출발점이자 기초이다. 이 조

약에 의하여 새로 작성된 유럽공통체조약과 그 의정서들이 1차적 법적 기초들을 

형성한다. 유럽공동체는 그에 따른 법을 창출하는 권능을 보유함으로써 2차법(명

령, 지침 및 결정들)을 통하여 유럽공동체조약의 일반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제1차 및 제2차의 양 유로貨명령을 통하여 행해졌다. 이 명령들은 

직접 유로貨지역에서 적용되므로, 참가국들(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

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에서는 별도

의 전환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1개 유로貨국가들에서는 국내의 법령들

* ｢유로화의 법적 기초(Rechtsgrundlagen des Euro)｣는 Juristische Schulung 1999, Heft 

1, 10-14면에 실린 소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가급적 직역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의 성

격상 직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므로 때로는 우리 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옮기려고 

했다. 原註와 譯註는 구분하지 않고 각주번호를 매겼으나, 역주에는 [역주]라고 부기하

다. 원문의 이탤릭체를 번역문에서는 고딕체로 표시하 다. 초역 원고를 국제금융 법

실무가인 崔秉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합동)가 읽고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자

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물론 모든 誤譯은 전적으로 역자 자신의 책임이다.

** 이와 관련하여 유로貨의 도입에 관한 기고들이 실린 NJW 1998 H. 43 참조. ― [역주] 

NJW 1998 H. 43에 실린 논고들을 이 의 해당되는 부분에 역주의 형식으로 소개하

다.

*** Wolfgang Kilb, L L. M. Bonn/Frankfurt a. M. 연방재무부(Bonn) 근무 연방은행이사

(Bundesbankrat z.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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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되거나 적응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이제까지 무엇보다도 

다수의 명령들이 반포되고, 독일연방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이 하나 

예고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로貨도입법이다. 그에 따른 법률 및 명

령 입법계획들도 곧 통과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法源들1)과 그것들의 역

할을 설명하도록 한다.

Ⅱ. 유럽의 法源

1. 1차법: 유럽중앙은행체제

통화연맹의 핵심요소들은 유럽공동체조약상 제105조∼제109조m(암스테르담 조약

의 궁극적인 비준과 함께 조약의 조문 번호매김이 바뀔 것임. 그렇게 되면 제105

조∼제124조가 될 것임)에서 그리고 그에 속하는 부속의정서들에서 규정된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유럽중앙은행체제 및 유럽중앙은행의 설정에 관한 부속의

정서 제3호이다. 1999년 1월 1일 경제및통화연맹의 제3단계의 시작과 함께 11개 참

여국은 그들의 통화정책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들의 권한은 완전히 유럽중앙은행

체제로 이전한다. 통화정책은 장차의 유로통화의 안정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개

별적 법규범들의 상세한 서술2)을 대신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그 개관을 제시한다. 

도표에서 인용된 조문은 부속의정서상의 조문을 의미한다.

2. 2차법: 제1차 및 제2차의 양 유로貨명령

유럽공동체조약의 일반적인 조항들은 두 개의 유로貨명령들을 통하여 구체화된

1) 모든 法源들을 잘 취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는 Die Währungsunion. Das Recht. Die 

Anweisungen, hrsg. vom Bundesverband Öffentlicher Banken Deutschlands (VÖB), 

1998.

2) 유럽위원회(브뤼셀)는 유로貨 문건 제4호(Legal framework for the use of the euro, 

September 1997), 제7호(The introduction of the euro - Compilation of community 

legislation and related documents, October 1997), 제10호(The legal framework for 

the use of the euro -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ro regulations, December 

1997) 및 제25호(The introduction of the euro - Addendum to the compilation of 

community legislation and related documents, July 1998)에서 유럽의 法源들에 관한 

설명자료를 공표하 다(http: //www.europa.eu.int/euro). ― 독일연방은행(Frankfurt 

am Main)은 유럽경제및통화연맹에 관한 안내장에서 통화연맹의 중요한 국면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997년 4월의 안내장 제5호인데, 이것은 무엇

보다도 내국 통화로부터 유로貨로의 이전에 대한 법적 틀을 다루고 있다(http: //www. 

bundesbank.de). 연방재무부(Bonn)는 “입법과 행정에서의 유로貨 도입”(1998년 3월; 

1998년 8월 신간)이라는 소책자에서 公부문의 전환에 관하여 보고하고 부록에서 가장 

중요한 法源들을 열거하고 있다(http: //www.bundesfinanzministerium.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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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국들의 결의 전에 이미 기초적인 정보와 법적 안정성을 일반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이사회는 이미 1997년 6월에 유로貨명령 I3)을 반포하 다. 어느 나라가 

유로貨 지역에 속할 것인지가 확정된 후 이사회는 1998년 5월 상세한 유로貨명령 

II4)를 의결하 다.

a) 1997년 6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G) 제1103/97호 (유로貨명령 I). 유럽공동체조약 

제235조(새번호: 제308조)를 법적 기초로 하여 제1차 유로貨명령은 다음과 같은 원

칙적 문제들을 규율한다. 제2조는 바스켓通貨 에쿠(ECU: “유럽통화단위” 

[European Currency Unit])를 유로에 의하여 1 : 1의 비율로 대체할 것을 규정한

다. 제3조는 계약들의 이른바 연속성에 관하여 규정한다.5) 이것은 아무도 유로貨 

이외의 다른 내국통화로 표시된 하나의 계약 또는 다른 법적 증서가 오로지 그 이

유만으로 무효라고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임대차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도 계약문에 독일마르크화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되거나 해

약될 수 없다(“행위기초의 탈락” 부인). 양 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자유의 범위 내에

서 달리 약정(하고 그로써 유로貨의 도입을 예정)한 경우에만 합의한 것이 적용된

다. 제4조는 유로貨의 내국통화로의 환산을 규정한다. 이것은 6자리 숫자로 행해진

다. 즉 유로貨의 독일마르크화에 대한 관계에서 소수점 이하 5자리 숫자로 행해진

다. 한 내국통화단위의 다른 내국통화단위로의 환산은 이른바 “삼각법”에 따라서 

항상 유로貨를 거쳐서 행해져야만 한다. 즉 독일마르크화 표시 금액은 예컨대 먼저 

상응하는 유로貨로의 환산시세로 환산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환산시세로―프랑스 

프랑화로 환산된다. 순전히 계산상 가능한 독일마르크화에서 프랑스 프랑화로의 직

접 환산은 끝자리수 四捨五入이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회피되어

야 하는 것이다. 제5조는 유로貨 내지 내국통화단위로의 환산에 적용할 四捨五入규

칙들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유로貨로의 환산에 있어서는 센트단위까지 정확히 四

捨五入해야 한다. 내국통화단위로의 환산에 있어서는 내국의 四捨五入규칙들과 관

행들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

3) VO EG/1103/97 des Rates v. 17. 6. 1997 über bestimmte Vorschriften im Zusammen-

hang mit der Einführung des Euro, in: ABlEG, Nr. L 162 v. 19. 6. 1997, S. 1ff.

4) VO EG/974/98 des Rates v. 3. 5. 1998 über die Einführung des Euro, in: ABlEG, 

Nr. L 139 v. 11. 5. 1998, S. 1ff.

5) [역주] Kurt Clausius, “Vertragskontinuität und Anpassungsbedarf”, NJW  43 (1998), 

314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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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 유럽중앙은행체제

 ○유럽중앙은행(제9조)―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오스트리아국립은행(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네덜란드은행(De Nederlandsche Bank)

벨기에국립은행(Banque Nationale de Belgique)

룩셈부르크중앙은행(Banque Centrale Luxembourg)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스페인은행(Banco de España)

포르투갈은행(Banco de Portugal)

이탈리아은행(Banca d'Italia)

아일랜드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핀란드은행(Suomen Pankki)

    ○집행기관: 집행위원회(Direktorium: 제11조)

       - 은행장

       - 부은행장

       - 4인의 그 밖의 구성원

    ○의결기관: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제10조)

       - 집행위원회(Direktorium)

       - 11개국 내국중앙은행장

         (회원국들)

    ○유럽중앙은행 확대이사회(제45조)

       - 은행장

       - 부은행장

       - 15개국 내국중앙은행장 ― 국은행(Bank of England)

         (회원국들 + 비회원국들)  그리스은행(Bank of Greece)

                                  스웨덴제국은행(Sveriges Riksbank)

                                  덴마크국립은행(Danmarks Nationalbank)

                                  11개국 내국 중앙은행들(제14조)

b) 1998년 5월 3일자 이사회 규정(EG) 제974/98호 (유로貨명령 II).7) 유럽공동체조약 

6) [역주] 원래는 각 항목이 상자(Box)로 구성된 그림 형식인 것을 단순한 表 형식으로 

바꾸었다.

7) [역주] Josef Dierdorf, “Neugestaltung der Währungsverfassung”, NJW 43 (1998), 

314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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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l(새번호: 제123조) 제4항 제3문을 법적 기초로 하여 제2차 유로貨명령은 통

화전환에 따른 기타의 세부사항들을 규율한다. 그에 따라 개별적인 국면들을 구별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1999년 1월 1일 시작하고, 제3단계a(1999년초부터 2001년말

까지)와 제3단계b(2002년초부터)로 나누어진다. 개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99년 1월 1일 제3단계의 시작과 더불어 제2조에 따라 유로貨가 100센트로 

분할되어 도입된다. 그리고 제3조에 의하여 내국통화가 환산시세로 유로貨에 의하

여 대체되고, 제4조에 따라 유로貨가 유럽중앙은행 및 내국중앙은행들의 계산단위

로 도입된다.

제6조는 199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의 과도기 동안(제3단계a) 유로貨가 舊 

내국통화단위들로도 분할된 채로 남는다고 규정한다. 또 제7조에 기하여 舊 통화명

칭들(예컨대 독일마르크, 이탈리아 리라, 프랑스 프랑)이 유지된다. 제8조는 “강제도 

없고, 금지도 없다”(kein Zwang, kein Verbot)는 원칙을 규정한다. 이 원칙은 구체

적으로는 지급이 내국통화단위 또는 유로貨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이

것은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달려 있다. 예컨대 이미 비교적 오래 지속된 임대차계약

이 여전히 독일마르크화로 표시되어 있으면 차임도 (유로貨의 내국 하위단위인) 독

일마르크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반대로 매매계약에서 가격이 유로貨로 합의된 새 자

동차에 대하여는 또한 유로貨로 지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규율은 처음에 들리

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은행계좌를 통한 無現金지급은 선택적

으로 내국통화단위로 또는 유로貨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國債는 (독일의 경우 

예정되어 있듯이) 내국통화단위로부터 유로貨로 전환해야만 과도기 동안에 국민들이 

유로貨를 사용하도록 구속할 수 있다. 舊 통화의 계속사용은 향후 3년간 가능한데, 

특히 아직 유로貨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9조는 이상의 규정의 귀결로서 

내국통화단위의 은행권지폐와 주화가 법정 지급수단으로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에 의하면 과도기 후 2002년 1월 1일부터(제3단계b) 유럽중앙은행에 의하

여 (모양이 통일된) 유로貨 지폐가, 그리고 제11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에 의하여 (그

에 따라 國內面을 포함하는) 유로貨 주화가 발행된다. 제12조는 회권국들이 새로운 

지폐와 주화의 모방 및 위조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담보해야만 한다고 규정하

며,9) 제14조에 의하면 내국통화단위의 원용은 각각의 환산시세에 상응하는 유로貨

의 원용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예컨대 예전의 계약들도 새롭게 규정되거나 또는 심

지어 새롭게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마르크

화”라는 표현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유로貨의 眼鏡을 통

8) [역주] Thomas Klanten, “Zahlung mit Euro”, NJW  43 (1998), 3152ff. 참조.

9) [역주] Christian Schröder, “Die Einführung des Euro und die Geldfälschung”, NJW 

43 (1998), 3179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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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산시세에 의한 유로貨”로 읽힌다. 제15조는 내국 지폐 및 주화가 법정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길어도 2002년 6월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의 이 “중복기간”은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全無하기까지) 감축될 수 있고, 그래서 한 국가에서는 유로貨가 “일거에” 2002년 1

월 1일자로 유일한 지급수단으로 등장하고,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舊 내국지폐와 

주화가 몇 개월 더 통용되는 것도 想定 가능하다. 이것은 가입국에게 한편으로는 

현금분배시의 수급문제의 왜곡을 해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양 지급수단이 나란히 관리되지 않

으면 안되기 때문이다(2개의 금고, 2개의 화폐거래소 등).

끝으로 제16조는 내국 지폐 및 주화를 유로貨로 바꾸는 것에 관하여 내국의 규정들에 맡

긴다.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독일연방은행은 시간적으로 무제한하게 지폐와 주화를 현행 지

급수단으로 바꿔주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를 유로貨 도입의 경우에도 계속할 것을 공포하

다. 이로써 독일마르크화의 법적인 사용종료 후에도 마르크화는 후속년간 유효한 지폐권과 

주화로 교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돈 넣어두는 양말이나 손자의 돼지저금통 속에서 

발견한 “마르크 舊화폐”도 잃어버린 돈이 아니다.

Ⅲ. 독일의 法源

1. 유로貨도입법

1998년 6월 9일자 유로貨의 도입을 위한 법률(유로貨도입법)10)은 독일연방공화국

에서 1999년 1월 1일자로 유로貨를 마찰 없이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들을 

마련하 다. 이 법률은 項들로 구성된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지

금까지 독일마르크화(DM)의 사용이 예정되었던 아주 다양한 법 역의 법률 규정들

을 장차 유로와 센트가 적용되도록 변경한다. DM의 유로에 의한 종국적인 대체까

지는 종종 양 통화가 나란히 사용된다(제2차 유로貨명령 제8조도 참조). 법적 규율

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규수정의 방식이 동시에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소

는 유가증권의 표시방식을 증권거래소령에서 규율하는 가능성을 보유한다(후술 제5

조 참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유럽중앙은행은 유로貨의 도입과 함께 主導金利(Leitzinsen)도 확정할 것이다. 

이로써 독일연방은행의 할인율 및 다른 주도금리가 필요 없게 된다. 할인율경과법

(Diskontsatz-Überleitungs-Gesetz)은 유로貨도입법 제1조에 따라 이러한 독일의 

10) Gesetz zur Einführung des Euro (Euro-Einführungsgesetz - EuroEG) v. 9. 6. 1998, 

BGBl I, 124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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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금리의 탈락을 규율하고 그로써 동시에 모든 법규(독촉절차의 경우 독일민사소

송법 제688조 제2항 제1호 참조)와 이에 결부된 모든 계약의 변경을 야기한다.

b) 제2조는 법원 절차의 역, 특히 독촉절차에서의 규정들의 변경을 내용으로 

한다. 독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訴의 제기 및 판결 없이 채무명의

를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내국통화로 된 금전채권에 한정되었던 독촉절차(독일민

사소송법 제688조 참조)가 제2조에 의하여 3년의 과도기 동안 선택적으로 유로貨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DM의 폐지와 더불어 후

자로 제한된다. 이를 위하여 公式 환산시세와 유로貨로 표시된 법원의 사물관할 한

계를 정하는 訴價기준과 법원수수료의 액수를 포함하는 特別書式이 도입된다.

c) 회사들도 과도기의 시작과 함께 선택적으로 유로貨로 설립되고, 기존 회사들

의 자본은 물론 지분들도 유로貨로 전환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

여 제3조는 회사법적 규율들을 DM과 나란히 유로貨로 확정한다. 이에 따르면 유한

회사(GmbH)11)의 자본은 25,000 유로, 주식회사(AG)의 자본은 50,000 유로이다.

d) 제4조는 제3조가 회사법을 수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법규를 수정한

다.12) 과도기 동안 기업들은 그들의 결산재무제표를 DM 또는 유로貨로 제출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또 기업들이 유로貨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된다. 결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기업회계는 반드시 DM으로 記帳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會計年度가 바뀔 때부터 유로貨로 전환할 수 있다. 

e) 유로貨의 도입이 증권거래소에 미치는 현격한 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5

조는 유가증권의 표시를 1999년부터는 내국 통화 외에 유로貨로도 할 수 있도록 한

다. 나아가 증권거래소는 표시가 수량(Stück)으로 행해질 것인지 또는 퍼센트로 행

해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의 증권거래소는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유가증권의 표시를 이미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貨로 전환하기로 결정하 다.

f) 유로貨도입법은 제6조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통일적인 유럽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취급되는 기존의 聯邦債券(연방차관, 연방채무 및 연방재정

지시증권) 역시 1999년 1월부터 유로貨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증권거래소에

서 취급되지 않는 연방재정증권과 연방의 재정차입금은 2002년 1월 1일 유로貨로 

전환된다.

g) 제8조는 유로貨 주화를 장래의 메달 및 마크[表章]와의 혼동에 대하여 보호하

는 규율들과 유로貨에 적응된 鑄造규정들을 포함한다.

h) 통화법 및 가젹표시법의 개정규율이 제9조의 내용이다. 연방은행은 통화법적 

11) [역주] Uwe H. Schneider, “Die Anpassung des GmbH-Rechts bei Einführung des 

Euro”, NJW 43 (1998), 3158ff. 참조.

12) [역주] Eberhard Scheffler, “Auswirkungen des Euro im Bilanzrecht”, NJW 43 

(1998), 317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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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을 유럽중앙은행에게 넘겨주므로 연방은행은 통화의 보호를 위하여 급부가 다

른 통화, 가격 또는 상품에 連動(indexiert)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 이상 규제해

서는 안되며, 그처럼 연동을 금지하되 독일연방은행이 연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

정했었던 통화법 제3조는 폐지되어 새로운 가격표시법 제2조에 의하여 대체된다.13) 

그에 의하면 금전채무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화 또는 급부의 가격이나 가치로 정해져

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방경제국은 새로운 가격조항령(Preisklauselverordnung)14)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금전 및 자본거래상의 연동화는 이러

한 규율로부터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이로써 세계자본시장들에 적응한다.

또 유로貨도입법은 보상법(Entschädigungsgesetz), 債券令(Schuldverschreibungsverordn-

ung)(제7조) 및 借賃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n), 物權整理法(Sachenrechts-

bereinigungsgesetz), 토지조달법(Landesbeschaffungsgesetz), 대외경제법(Außenwirtschafts-

gesetz),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및 노동시간법(Arbeitszeitgesetz)의 규정

들의 개정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유로貨도입법 제10조∼제14조a). 제15조와 제16조는 법

률의 시행일과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중요한 규정들은 1998년 6월 15일 법률 공포 다음

날 발효하 고, 여타 규정들은 1999년 1월 1일 비로소 발효하 다.

2. 다른 법규범들

연방은행개정법(Bundesbankänderungsgesetz)15)은 연방은행의 임무를 새로 규정

한다. 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 제3조에 따라 통화정책적 권능을 상실하고 독일의 통

화연맹 가입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체제의 구성부분”이 된다. 연방은행의 활동 역

은 특히 가격안정의 보장에 동참하고,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은행을 통한 지급거

래의 결제에 미치며, 그에 있어서 연방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의 지침과 지시에 복종

한다. 數量株法(Stückaktiengesetz)16)에서는 額面株의 券面額이 새롭게 최소한 1 유

로로 확정되고 있다. 數量株는 아무런 券面額을 갖지 않는다. 無額面 數量株의 도입

은 자본회사들이 유로貨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券面額들의 

적응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17) 외화 및 유로貨 표시 不動産質權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Grundpfandrechte in ausländischer Währung und in Euro)18)

13) [역주] Jürgen Schmidt-Räntsch, “Wertsicherungsklauseln nach dem Euro- 

Einführungsgesetz”, NJW 43 (1998), 3166ff. 참조.

14) Preisklauselverordnung (PrKV) v. 23. 9. 1998, BGBl I, 3043f.

15) 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v. 22. 

12. 1997, BGBl I, 3274f.

16) Gesetz über die Zulassung von Stückaktien (Stückaktiengesetz - StückAG) vom 25. 

3. 1998, BGBl I, 590ff.

17) [역주] Thomas Schürmann, “Euro und Aktienrecht”, NJW  43 (1998), 3162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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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동산질권을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통화,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그리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유로貨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할인율경과법에 근거하는― FIBOR경과령(FIBOR-Überleitungs-Verordnung: FIBOR- 

VO)19)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은행간금리”(Frankfurt Interbank Offered Rate: FIBOR)가 “유

로貨 은행간금리”(EURO Interbank Offered Rate: EURIBOR) 및 “유로貨 1日 평균금리

“(EURO Overnight Index Average: EONIA)에 의하여 대체된다. EURIBOR는 유럽통화연

맹의 참가국들에서 제1차적 銀行先들에 의한 1개월에서 12개월 융자금의 조달에 적용되며, 

반면에 EONIA 금리는 1日차입금(”Overnight“)의 조달에 적용된다.20)

3. 앞으로의 계획들

이미 1999년부터 사회보험법의 역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세금신고 및 진술

에 대하여 유로貨의 선택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안(제2차 유로貨도입법)이 준비

중이다. 세금문제에 관한 상세는 재무관청의 행정규칙인 유로貨도입규칙에서 규율

된다.21) 또 다른 입법안(제3차 유로貨도입법)에 의하면 법정 지급수단으로서의 독

일마르크화(DM)는 이미 2002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다(법률적 “대폭발”[빅

뱅]). 다른 한편으로 경제단체, 은행, 自販機업계의 自己拘束宣言(Selbstver-

pflichtungserklärung)에 의하면 독일마르크화는 적어도 2002년 2월 28일까지 사실

상(de facto) “유통”될 예정이다(이른바 “수정된 기준일 규율”). 이 “중복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독일연방은행은 종전의 관행대로 무기한 독일마르크화 지폐 및 주화를 

유로貨로 바꿔줄 예정이다. 그리고 기준금리명령(BazBV22))안과 롬바르드금리경과

명령(LombardV23))안은 할인율을 비교적 장기의 再割引率(LRG-Satz24))로 대체할 

것과 롬바르드금리를 最高再割引率(SRF-Satz25))에 의해 대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6)

18) Verordnung über Grundpfandrechte in ausländischer Währung und in Euro v. 30. 

10. 1997, BGBl I, 2683.

19) FIBOR-Überleitungs-Verordnung (FIBOR-VO) v. 10. 7. 1998, BGBl I,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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