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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사무소
런던사무소

제목 ECB 총재 내정 및 금융시장 반응
(ECB 총재 내정 및 EU지도부 선출)
□ 7.2일 EU정상회의는 ECB 총재로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現 IMF총재를 내정*
ㅇ 라가르드 ECB총재 인선 배경으로는 IMF 총재 취임(2011년) 이후 그
리스 구제금융 과정 등에서 보여준 안정적 조직 운영과 탁월한 협
상 능력, 프랑스･독일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
(Welt, Handelsblatt)

ㅇ 한편 EU정상회의는 EU집행위원장* 등 EU의 주요 직책에 대해 출신
국, EU의회 정당그룹, 성별 등을 안배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EU집행
위원장, ECB 총재를 여성으로 내정
* 메르켈 총리는 독일 출신 유럽국민당(EPP) 대표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를
EU집행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행정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한 가운데 금번 인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Deutsch Welle)
차기 EU지도자(내정자) 명단1)
직

책

이름
(나이, 출신국)

주요 경력

임기 / 향후 절차
- 임기 19.11.1~27.10.31(8년)

ECB총재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63, 프랑스)

現) IMF총재
前) 프랑스 재무부,
통상부 장관

EU집행
위원장

폰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60, 독일)

現) 독일 국방부
장관
前) 노동부,
가족부 장관

- 임기 : 19.11.1~24.10.31(5년)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미셀
Charles Michel
(43, 벨기에)

現) 벨기에 총리
전) 개발협력장관

- 임기 : 19.12.1~22.5.31(2.5년)

EU외교안보
대표

보렐
Josep Borrell
Fontelles
(72, 스페인)

現) 스페인 외무부
장관
前) 유럽의회 의장

- 임기 : 19.11.1~24.10.31(5년)

유럽의회
의장

사솔리
David-Maria
Sassoli
(64, 이탈리아)

現) 유럽의회 의원
前) 기자

자료 : EU정상회의 발표 자료, 언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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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및 ECB
정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EU정상회의에서 임명

- 유럽의회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 정식임명(7.15일 예정)

- EU정상회의에서 선출(7.2일)

- 유럽의회 동의 후
유럽이사회가 정식임명
- 임기 : 19.7.3~ (정해진 임기
는 없으나 통상 2.5년)
- 유럽의회에서 투표로 선출
(7.3일)

□ 라가르드 ECB 총재 후보자는 EU 정상회의 합의로 내정됨에 따라 무난하
게 ECB 총재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
* ECB의 임원은 통화 또는 금융에 있어 전문적 경험과 직책에 있는 회원국 국민 중
유럽의회와 ECB 정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권
고에 따라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다수결로 임명

ㅇ 반면 중도우파 성향의 폰덴라이엔 EU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의 중도좌파 그룹에서 반대하고 있어 유럽의회 과반수 승인 여부가 다
소 불투명(Tagesspiegel)
(금융시장 반응)

□ 유럽 금리(독일 국채 10년물 기준)는 EU 주요 인사 선임 관련 불확실성 해소,
대체로 dovish할 것으로 예상되는 ECB 신임 총재의 정책스탠스 등을
반영하여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로화 환율(U$/ )은 소폭 상승

€

유럽 금융시장 주요 지표 추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

(유로화 환율)

주요 투자은행들은 라가르드 총재 내정자가 ECB 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폰덴라이엔 집행위원장 내정자는 EU 통합 강
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ㅇ 라가르드 내정자가 그간 IMF 총재로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드라기 총재에 이어 dovish한 스탠스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
폰덴라이엔 집행위원장 내정자는 유럽 결속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
으므로 EU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Morga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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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MF 총재 시절 ECB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요구했던 라가르드 내정자
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통화정책 관련 경험이 풍부
한 ECB 수석이코노미스트 Philip Lan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
로 예상 (Commerzbank, BoA)
— 폰덴라이엔 집행위원장 내정자는 EU의 결속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프랑스․독일간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EU․미국간
무역분쟁 타결이 당면 과제로 남아 있음
ㅇ 통화정책 수행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 라가르드 내정자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지만 IMF 총재, 프랑스 재무장관 등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음
폰덴라이엔 집해위원장 내정자는 Brexit backstop 반대 및 단일시장
강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Brexit에 대한 EU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의 강경한 입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Nomura)
ㅇ 유럽경제가 새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가르드 내정자
는 hawkish한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평가
라가르드 내정자는 그간 ECB의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 등을 지지했
고 커뮤니케이션에도 능숙한 만큼 향후 ECB의 정책결정을 무난히 이
끌어 낼 것으로 예상 (JP Morgan)
ㅇ 라가르드 내정자는 유로재정 위기에 대처했던 경험이 있고 정치권과도
교류가 많으므로 유럽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확장
적 재정정책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RBS)
ㅇ 라가르드 내정자는 IMF 총재 시절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
었으나 통화정책 스탠스를 명확히 확립하기까지 ECB 정책위원회는 당
분간 정책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 (Deutsc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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