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주민등록 선임일
성
명
직 위 (한자) 번호
(최초선임일,
(앞의 6자리) 선임횟수)
상무

나윤수
羅崙洙

임기
(만료일)

2018.12.17. 2019.12.16
72.12.23 (2016.07.01.
2회)

업무범위

주요경력1)

겸직 자격요건
사항2) 확인결과
3)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PF
해당사항
구조화 금융
(2013.2~2015.11) 해당사항
없음
없음
-SK 증권 구조화금융
(1999.04~2013.02)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선임일
번호 (최초선임일,
임기
(상임 및 (한자) (앞의
만료일
선임횟수)
등기 여부)
6자리)

주요경력1)

겸직사항2)

사내이사 김충호
2016.09.08
(상임/ 金沖鎬 69.02.16 (2016.09.08. 2019.09.07
1회)
등기이사)

- 리딩투자증권 총괄부사장
및 IB부문대표
(2015.12∼2016.09)
-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2011.07∼2015.11)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하종진
2016.11.28
(비상임/ 河宗振 56.05.10 (2013.06.03. 2019.11.27
등기이사)
2회)

-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2013.06 ~ 2016.06)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한윤상
(비상임/
59.02.10
등기이사) 韓潤相

2016.11.28 2019.11.27
(1회)

사외이사 김성환
(비상임/
71.01.20
등기이사) 金成煥

2016.11.28 2019.11.27
(1회)

부회장

김경창
金慶昌

2018.04.01. 2020.06.30
64.10.18 (2017.02.2회)

주요업무 최영인
집행책임자 崔榮仁 71.03.21

2018.6.13
(2017.6.8. 2019.03.31
2회)

2018.04.10.
주요업무 최규원 68.09.03 (2018.04.10.
2019.03.31
집행책임자 崔圭元
1회)
2018.04.10.
주요업무 정혁진 70.09.19 (2018.04.10.
2019.03.31
집행책임자 鄭赫鎭
1회)
2016.09.26.
(2016.9.26. 2019.03.31
1회)

부사장

최장순 65.11.20
崔長洵

전무

2018.12.07.
이병주 69.11.25 (2015.12.07.
2019.12.06
李昞周
2회)

- 동화그룹 고문
(2014.8. ~ 현재)
- 국가 공무원(이사관 퇴임)
(1994.02 ~ 2014.06)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조교수
(2011.3 ~ 현재)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2013.12~2016.1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사장
(2013.1~2013.8)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자금팀 이사
(2016.1 ∼ 2016.6)
- 아이엠투자증권 재무관리실 이사대우
(2008.3 ∼ 2015.5)
-부국증권 채권영업
(2015.01~2018.03)
-아이엠투자증권 채권영업
(2008.07~2014.12)
-Limkwang Nevada Inc. 대표이사
(2015.11~2017.12)
-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3.09~2014.10)
-부국증권 부사장
(2015.1.~2016.9)
-아이엠투자증권 채권본부장
(2008.3~2014.12)
-메리츠종금증권
구조화금융
(2011.8~2015.11)

동화그룹 고문
(2014.8∼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조교수
(2011.3∼현재)
해당사항 없음
리딩아시아홀딩스
대표이사(자회사)
(2016.8∼현재)
우리핀테크
(계열회사)
기타비상무이사
(2018.7~현재)
우리핀테크
(계열회사)
감사
(2018.6~현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
고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선임일
번호 (최초선임일,
임기
(상임 및 (한자) (앞의
선임횟수) 만료일
등기 여부)
6자리)
전무
전무
상무

- 하나은행 통합IB본부
2018.04.01.
투자금융부 RM부장
이형석 67.06.28 (2017.03.01. 2019.02.28
(2015.09 ~ 2017.02)
李炯錫
3회)
- 하나은행 IB본부 투자금융부 부장
(2013.01 ~ 2015.08)
-메리츠종금증권부동산PF
2018.12.07.
홍한선 67.12.20 (2015.12.07.
(2015.6~2015.11)
2019.12.06 -한국산업은행
洪翰善
지역개발PF 팀장
1회)
(1992.1~2015.6)
2018.07.01.
백용현 68.12.27 (2016.07.01.
-동양생명보험 부동산금융
2019.06.30
白龍鉉
(2005.7~2016.6)
3회)

상무

2018.12.17.
나윤수 72.12.23 (2016.07.01.
2019.12.16
羅崙洙
2회)

상무

2017.06.24.
윤성근 69.04.20 (2016.06.20.
2019.06.23
尹星根
2회)

상무

2018.04.01.
박준규 66.05.06 (2016.08.16.
2019.03.31
朴俊奎
2회)

상무
상무

주요경력1)

겸직사항2) 비 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메리츠종금증권부동산PF
(2013.2~2015.11)
-SK 증권 구조화금융
(1999.04~2013.02)

해당사항 없음

-아이엠투자증권 준법감시인
(2011.12~2015.5)

해당사항 없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금융
센터장(2015.4~2016.7)
-㈜소명 CFO (2013.8~2015.3)
해당사항 없음
-세움Invest(주) 경영총괄
(2012.3~2013.5)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채권영업
2018.04.01.
정재훈 71.04.17 (2016.11.08.
(2013.12~2016.11)
2019.03.31
해당사항 없음
鄭載勳
-한맥투자증권
채권영업
2회)
(2012.7~2013.12)
2018.04.01.
유장춘 71.01.03 (2016.11.08.
-교보증권 채권영업
2019.03.31
해당사항 없음
柳長春
(2006.5~2016.10)
2회)
-메리츠종금증권 여신영업 팀장
(2013.5~2017.3)
해당사항 없음
-솔로몬금융그룹 총괄본부장
(2001.4~2012.12)
- KB증권 FICC파생운용 총괄
(2014.01~2018.1)
2020.2.28
해당사항 없음
- 바클레이즈 싱가폴
Credit Flow Trader (2011.06~2013.1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기업분석
(2016.6~2017.3)
2019.03.31
해당사항 없음
-KDB대우증권 투자분석
(2010.7~2015.5)

상무

2018.04.01.
박영민 66.02.20 (2017.04.01.
2019.03.31
朴泳民
2회)

상무

황제성 71.09.12
黃堤性

상무

2018.04.01.
서형석 72.02.15 (2017.04.01.
徐亨錫
2회)

2018.3.01.
(2018.3.01.
1회)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선임일
번호 (최초선임일,
임기
(상임 및 (한자) (앞의
선임횟수) 만료일
등기 여부)
6자리)
상무
상무
상무
상무

2018.04.01.
김창태 71.06.22 (2018.04.01.
2019.3.31
金昌泰
1회)
2018.04.23.
박상현 64.07.27 (2018.04.23.
2019.04.22
朴相炫
1회)
2018.08.01
67.01.15 (2018.08.01. 2019.03.31
1회)
2018.08.01
정한신 69.02.18 (2018.08.01.
2019.03.31
鄭翰新
1회)
조남기
趙南基

상무

이헌모
李憲模

상무

김기덕
金基德

이사
이사

64.04.20

2018.09.01
(2018.09.01. 2019.03.31
1회)

주요경력1)
-BNK부산은행
부부장
(2000.1~2015.7)
-하이투자증권
(2017.01~2018.04)
-하이투자증권
(2004.10~2016.12)
- BNK투자증권 종합금융
(2011.12~2018.06)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사모펀드감독
(2010.08~2017.1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법인영업
(2014.03~2017.05)
-토러스투자증권
법인영업
(2017.12~2018.03)

겸직사항2) 비 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18.12.10.
69.11.15 (2018.12.10. 2020.12.09 - ADT캡스 전략영업 (2017.3~2018.12) 해당사항 없음
1회)
-아시아자산운용 부동산 펀드 투자
2018.07.01.
(2010.1~2012.1)
류승념 71.08.30 (2017.07.01. 2019.06.30
-엠디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柳承濂
2회)
부동산리츠투자
(2014.9~2016.6)
2018.12.01
온승용 76.02.27 (2017.04.01.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
2019.11.30
해당사항 없음
溫丞庸
(2011.8~2015.11)
2회)

이사

2018.04.01.
우성환 72.10.15 (2017.04.01.
2019.03.31
禹成歡
2회)

이사

2018.04.01.
문명천 73.07.27 (2017.04.01.
2019.03.31
文明天
2회)

이사

2018.04.01.
권순상 73.04.23 (2017.04.01.
2019.03.31
權純湘
2회)

이사

권일
權逸

이사

2018.04.01.
장태섭 65.08.07 (2018.04.01.
2019.3.31
張泰燮
1회)

2018.04.01.
75.02.10 (2018.04.01. 2019.3.31
1회)

-바로투자증권 법인영업
(2010.11 ~ 2016.3)
-메리츠종금증권 여신영업
(2013.5~2017.3)
-BNK저축은행 여신영업
(2012.8~2013.5)
-이베스트투자증권 채권중개
(2015.1~2017.3)
-서울증권 채권중개
(2002.1~2015.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채권영업
(2013.12~2016.11)
-한맥투자증권
채권영업
(2012.7~2013.12)
-KB투자증권
주식영업
(2009.1~2016.1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선임일
번호 (최초선임일,
임기
(상임 및 (한자) (앞의
선임횟수) 만료일
등기 여부)
6자리)

주요경력1)

이사

2018.04.01.
이성균 72.06.27 (2018.04.01.
2019.3.31
李成均
1회)

-유진투자증권
채권운용
(2013.7~2017.3)

이사

2018.04.01.
채상희 76.10.06 (2018.04.01.
2019.3.31
蔡尙希
1회)

이사

2018.12.01.
김승택 76.07.31 (2018.04.01.
2019.11.30
金承澤
2회)

이사

2018.05.01.
임세환 76.05.31 (2018.05.01.
2020.04.30
林世煥
1회)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채권영업
(2013.12~2016.11)
- 한맥투자증권 채권영업
(2012.7~2013.12)
- 메리츠종금증권기업금융
(2015.06~2015.11)
- 아이엠투자증권투자금융
(2011.07~2012.11)
-미래에셋대우 해외자산 투자 및 판매
(2017.04~2018.04)
-비엔피파리바증권서울법인 부문장
구조화채권, 대체자산 총괄
(2007.06~2016.02)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및 IB
(2007.10~2017.5)
- BNK투자증권 금융상품 영업 이사
- (2017.12 ∼ 2018.09)
- IBK투자증권 법인, 퇴직연금 영업
상무 (2006.8 ∼ 2017.12)
- 메리츠종금증권 글로벌 트레이딩본부
EPT팀 부장 (2015.5~2015.12)
- 아이엠투자증권 리스크관리실 실장
(2004.4~2015.5)
- 아이엠투자증권 기획부/재경부
(1999.7~2004.3)
- 우리은행 프로젝트금융부
구조화금융(2015.1~2018.10)

이사
이사

2018.05.23.
우병준 70.06.02 (2017.05.23.
2019.05.22
禹怲俊
2회)
2018.10.01
유창오 67.11.19 (2018.10.01.
2019.03.31
兪昌吾
1회)

2018.10.19.
위험관리 이윤석 72.02.12 (2016.10.19.
2020.10.18
책임자 李倫碩
1회)
이사
이사
이사

2018.11.01.
이종성 71.03.07 (2018.11.01.
2019.10.31
李鍾城
1회)
2018.12.01.
이정근 75.04.28 (2018.12.01.
2019.11.30
李政根
1회)
2018.12.10.
전오성 69.02.26 (2018.12.10.
2019.12.09
全五星
1회)

겸직사항2) 비 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
(2011.8~2015.11)

해당사항 없음

-현대커머셜 기업금융실 SF팀
(2007.1~2018.11)

해당사항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