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I.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이사회內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우리금융지주 정관 제48조 제1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의 설정,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후보군 관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등 대표이사 후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됨에 따라 1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5명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도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손태승 후보자’를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였습니다.‘손태승 후보자’는 2020년 3월 25일로 예정된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상세 운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회의체

2019. 01. 11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

2019. 11. 2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향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정 논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후보군 범위 및 금감원 제재심의 관련 논의
- 외부 후보군 포함여부
- 내부 후보군 범위 확정 (11명)
: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
지주 부사장 및 은행 부행장 이상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선정 일정 논의
- 일정 논의
- 후보군 압축
(후보 11명에 대한 리뷰 후
4명으로 후보 압축)

2019. 12. 24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후보군 자격심사 및 후보선정
- 4명 후보 리뷰
(이력서, 최근실적, 과거실적, 품성 등)
- 단독 후보 확정

2019. 12. 30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4차 임시이사회

·대표이사 후보 추천
·대표이사 후보 확정

2019. 12. 11

2019. 12. 19

세부내용

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차 : 2019년 1월 11일 10시, 우리금융지주 본사 23층 대한천일룸
간담회(1) : 2019년 11월 26일 08시, 포시즌스호텔
1. 위원회
간담회(2) : 2019년 12월 11일 08시, 레스케이프호텔
회의일시 및
2차 : 2019년 12월 19일 08시, 그랜드하얏트호텔
장소
3차 : 2019년 12월 24일 19시, 가온
4차 : 2019년 12월 30일 11시30분, 조선호텔
2. 위원회의 구성 총 5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1차

간담회 간담회

2차

3차

4차

장동우
(위원장)

現)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노성태

現)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박상용

現)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찬형

前)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전지평

現)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참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참석

Ⅲ. 대표이사 후보자 관련
1. 손태승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59년 5월 16일
출신학교 : 전주고 / 성균관대 법학과 / 서울대 법학대학원 / 헬싱키대 경제경영대학원
나. 후보자 경력
2003년 ~ 2006년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

2006년 ~ 2010년

우리은행 L.A지점 지점장

2010년 ~ 2012년

우리금융지주 상무대우

2012년 ~ 2014년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014년 ~ 2014년

우리은행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2014년 ~ 2015년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2015년 ~ 2017년

우리은행 글로벌 그룹장(부문장)

2017년 ~ 현재

現) 우리은행 은행장

2019년 ~ 현재

現)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우리금융그룹 회장)

다. 후보제안자 :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해당사항 없음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손태승 후보자가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동양·ABL 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 등 비은행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수익 다변화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 비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글로벌
수익 비중 10%를 초과하는 등 현재와 미래성장 모두를 충족

3) 추천 이유

시키는 뚜렷한 질적성장을 이루었다고 판단함
또한, 위원들은 손태승 現 대표이사가 검증된 경영능력, 안정
적인 조직관리 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우리금융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
화와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였으며,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손태승 후보자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함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1) 소극적 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적극적 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경영승계 규정 제5조

충족여부

충족

충족 이유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충족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판단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위원 (전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