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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2017-127 호) 

Talking Point-  

프랑스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결단력 및 정책 추진력 부족에 지쳤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공화당 후보인 피용이 향후 

대선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의 피용은 19.9%의 

득표율에 그치며 3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올랑드의 사회당은 6.3% 득표율로 5 위에 그치며,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의 참여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이었던 엠마뉘엘 마크롱은 23.9%의 득표율로 대선 1 차 투표에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은 21.4%로 2 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놓고 보면, 5 월 7 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마크롱은 가장 선호되고 있는 후보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마크롱은 르펜과 

양자대결에서 30%포인트 정도 앞선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1 차 대선 투표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2% 강세를 나타냈으며,  24 일 월요일 프랑스 CAC 40 지수는 4.1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내 중도 정당 소속인 마크롱은 유럽연합(EU)의 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르펜에 비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제 프랑스 대선은 두 후보 사이의 경쟁이 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좌파-우파 간 논쟁이 아니라 

프랑스의 대내적 이슈와 대외 관계 사이의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펜은 세계화는 실패했으며, 프랑스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세계화와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경제 및 안보 측면에 혜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반경쟁적인 조치들이 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신 뒤쳐진 부문들을 위한 세분화된 

목표지향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schroders.com/en/uk/tp


 
2  

 

 

 

결선 투표가 남아 있는 프랑스 대선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대선 이후 다시 

안도하면서 유럽 주식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그 동안 전세계적인 리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9779&re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