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정 보

2012.6.1(금)

워싱턴주재원

미 연준, 신임 이사 2인 취임
□ 최근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두 명*의 신임 이사(Board member)
가 공식 취임하였으며, 이로써 Mishkin 이사가 사임한 2008.8.31일 이후
약 4년 만에 7명의 충원이 완료
* 신임 이사의 약력은 2012.3.29.일자 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참조

o 2011.12.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2012.5.17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Jerome Powell 이사가 5.25일, Jeremy Stein 이사가 5.30일 각각 취임
o 임기는 Jerome Powell 이사가 2014.1.31.일까지(전임 Mishkin 이사의 잔여임기),
Jeremy Stein 이사가 2018.1.31.일까지(2011.4.2.일 사임한 전임 Kevin Warsh 이
*

사의 잔여임기)임

* 연준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참고> 참조

□ 한편, 앞으로도 연준 이사회가 현재와 같이 성원되어 운영될지는 불분명
o 금년 1.31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인의 공석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
로 연장근무해 오던 Elizabeth Duke 이사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
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Duke 이사가 2인의 공석 상태가 해소되면 공식 퇴임할 것이라는 관
측과 자신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
o Duke 이사가 조만간 퇴임할 경우 연준 이사회는 다시 1인의 공석 상태
가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지속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첫 임기 중 연준 이사회 전원을 교체
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1인 공석을 채우기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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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준 이사회의 이사 임기
□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총 7인의 이사(Board member)로 구성되
는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한 데 더
하여 임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o 임기는 14년으로, 이는 대통령이 중임(8년)할 경우보다 장기임
o 각 이사의 임기는 2년에 1인씩 순차적으로 만료*되는데, 이는 특정
대통령 임기중 이사 전원이 교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임기중 사퇴한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복무

현직 연준 이사(Board Member)의 임기
성명

취임일자

임기만료일자

Ben S. Bernanke

2006.2.1

2020.1.31

Jenet L. Yellen2)

2010.10.4

2024.1.31

Elizabeth A. Duke

2008.8.5

2012.1.31

Daniel K. Tarullo

2009.1.28

2022.1.31

Sarah B. Raskin

2010.10.4

2016.1.31

Jerome H. Powell

2012.5.25

2014.1.31

Jeremy C. Stein

2012.5.30

2018.1.31

1)

주 : 1) 2010.2.1일부터 2번째 의장 임기(4년)를 시작하였으며,
의장직(Chairman) 임기는 2014.1.31일까지임
2) 부의장직(Vice Chair) 임기는 2014.10.4일까지임

<작성자 : 김기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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