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이사회內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우리금융지주 정관 제48조 제1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선정원칙 및 자격요건의 설정,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 및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등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5명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동우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요건, 관리
방법, 선임 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시 후보군(Long List)을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주가 발생하여 이를 푸본생명이 매수하
였고, 푸본생명은 사외이사 후보 1명을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된 후보를 포함한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격검증을 진행하고,
2020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푸본생명이 추천한 첨문악(詹文嶽, Dennis
Chan)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상세 운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회의체

세부내용

2019. 01. 11

2019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

2019. 12. 19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결의
-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요건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방법
-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 등 선임 프로세스
- 사외이사 후보군 160명 결의

2019. 12. 20

2019년 제13차
임시이사회

2020. 03. 02

2020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2020. 03. 03
(예정)

2020년 제4차
임시이사회

·사외이사 후보 확정

·사외이사 후보군 이사회 보고
- 푸본생명 추천 사외이사 후보 포함

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19-1차 : 2019년 1월 11일 10시, 우리금융지주 본사 23층 대한천일룸
2019-2차 : 2019년 12월 19일 08시, 그랜드하얏트호텔 2층 회의실
2020-1차 : 2020년 3월 2일 11시, 우리금융지주 본사 23층 대한천일룸

2. 위원회의 구성

총5 명

3.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2019-1차 2019-2차 2020-1차

장동우
(위원장)

現)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

참석

참석

참석

노성태

現)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참석

참석

참석

박상용

現)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참석

참석

참석

정찬형

前)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참석

참석

참석

전지평

現)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참석

불참

참석

Ⅲ.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첨문악 (詹文嶽, Dennis Chan)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62년 11월 20일
출신학교 : 국립타이페이대 경영학 / 조지타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MBA)
나. 후보자 경력
1993년~1995년

중국증권투자신탁 (現 대만 HSBC 자산운용사) 부사장 (마케팅)

1995년~1997년

ABN AMRO은행(대만) 부사장 (중국, 대만, 홍콩사업본부)

1997년~2003년

씨티은행(대만) 부사장 (신사업)

2003년~2005년

중국신탁상업은행 수석부사장 (기업금융본부)

2005년~2011년

중국 플러튼금융지주 전무이사 (중소기업본부)

2011년~2014년

푸본금융지주 수석부사장 (전략기획)

2014년~2018년

푸본은행(중국) CEO

2018년~2019년 7월

푸본은행(중국) 부회장

다. 후보제안자 : 푸본생명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해당사항 없음
관계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는 경영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ABN AMRO, 씨티은행,
푸본은행 등 글로벌 리딩뱅크에서 마케팅, 기업영업, 전략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4

3) 추천 이유

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푸본은행 CEO를 역임하는 등 금융
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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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