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연
번

직위

주민등록 선임일
성 명 번호 (최초선임일,
(앞6자리) 선임횟수)

사내이사 김충호 690216
1 (상임/등기)
사내이사 최규원 680903
2 (상임/등기)
사외이사 김갑순 540515
3 (비상임/등기)
사외이사
허정
4 (비상임/등기)

680902

기타
5 비상무이사 한윤상 590210
(비상임/등기)
상무
이동호 671103
6 (상임/미등기)

2022.06.24
(2016.09.08,
3회)
2022.06.24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1)

겸직 자격요건
사항
확인결과
2)
3)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총괄부회장
대표이사 (現)
FY2024
(前)
대표이사,
유
정기주주총회일 총괄부회장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現)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前) 리딩투자증권 S&T부문/IB부문장, 유
FY2024
(미등기 2018.04.10, 정기주주총회일
사장
부국증권 채권영업,
등기 2022.06.24, 1회)
아이엠투자증권 채권영업
2022.06.24
(現)
세금과세무사들
회장
사외이사
FY2023
(2022.06.24, 정기주주총회일 /감사위원 (前) 딜로이트 코리아 부회장,
유
1회)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06.24
사외이사 (現)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FY2024
(2022.06.24, 정기주주총회일
/감사위원
(前)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회)
(現) 리딩투자증권 기타비상무이사,
2022.06.24
기타
동화그룹 고문
FY2023
(2022.06.24, 정기주주총회일 비상무이사 (前)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1회)
국가 공무원 (이사관 퇴임)
2022.06.24
(現)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장
(2019.06.24,
2023.06.23 리서치실장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관리,
4회)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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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2. 임원현황(변동후)
연
번
1

2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사내이사
(상임/등기)
사내이사
(상임/등기)

주민등록 선임일
임기
번호 (최초선임일,
주요경력1)
만료일
(앞 6자리) 선임횟수)
2022.06.24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총괄부회장
FY2024 (現)
김충호 690216 (2016.09.08, 정기주주총회일
(前)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3회)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성 명

2022.06.24

최규원 680903

사외이사 구자용 550808
3 (비상임/등기)
사외이사 김갑순 540515
4 (비상임/등기)
사외이사
5 (비상임/등기)

허정

680902

6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등기) 하종진 560510
7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등기) 한윤상 590210
부회장
8 (상임/미등기)
김경창 641018
부사장
9 (상임/미등기)
홍한선 671220
전무
10 (상임/미등기)
이형석 670628
전무
11 (상임/미등기)
노치영 641101

(現)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미등기
FY2024 (前) 리딩투자증권 S&T부문/IB부문장,
2018.04.10, 정기주주총회일
부국증권 채권영업,
등기
아이엠투자증권 채권영업
2022.06.24,1회)

2021.06.22
(2019.06.21,
3회)
2022.06.24
(2022.06.24,
1회)
2022.06.24
(2022.06.24,
1회)
2021.06.22
(2019.06.21,
2회)
2022.06.24
(2022.06.24,
1회)
2020.07.01
(2017.02.01,
3회)
2021.12.07
(2015.12.07,
5회)
2022.03.01
(2017.03.01,
6회)
2022.04.07
(2020.04.07,
3회)
2022.03.01
(2018.03.01,
4회)
2021.07.01
(2019.07.01,
3회)

사외이사,
FY2022 (現) 리딩투자증권
메티스톤캐피탈
파트너스 부회장
정기주주총회일 (前) 동부팜한농 대표이사
(現)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세금과세무사들 회장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前) 딜로이트 코리아 부회장,
서울지방국세청장
(現)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FY2024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기주주총회일 (前)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
리딩투자증권
기타비상무이사
FY2022
사외이사,
정기주주총회일 (前) 리딩투자증권
BNK경남은행 부행장보
(現) 리딩투자증권 기타비상무이사,
동화그룹 고문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前)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국가 공무원 (이사관 퇴임)
(現)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023.06.30 (前)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사장
(現)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
2022.12.06 (前)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PF,
한국산업은행 지역개발PF
2023.02.28
2023.04.06

(現) 리딩투자증권 투자관리실장
(前) 하나은행 통합IB본부 투자금융부
하나은행 IB본부 투자금융부
(現)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
(前) 한국산업은행
(現) 리딩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장
(前) KB증권 FICC파생운용 총괄,
바클레이즈 싱가폴

전무
12 (상임/미등기)
황제성 710912
2023.02.28
전무
주요업무 신동현 691206
리딩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13 집행책임자
2022.06.30 (現)
(前) 하나금융투자 경영기획 및 관리
(상임/미등기)
* 주1) 최규원: 부사장(미등기)에서 승진,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장, 등기) 신규 선임(2022.06.24)
주2) 한윤상: 사외이사(등기) 임기만료 사임(2022.06.24), 기타비상무이사(등기) 신규 선임(2022.06.24)

(2022.06.24.기준)
겸직사항2)
리딩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19.01~현재)
COLEADING
HOLDINGS
대표이사
(2019.07~현재)
LEADING ABC
MICRO FINANCE
기타비상무이사
(2019.08~현재)
케이프투자증권
사외이사
(2019.03~현재)
LEADING ABC
MICRO FINANCE
기타비상무이사
(2019.08~현재)

비고

직 위
주민등록 선임일
(상임 및 성 명 번호 (최초선임일,
등기 여부)
(앞의 6자리) 선임횟수)
상무
2020.10.19
14 위험관리책임자 이윤석 720212 (2016.10.19,
(상임/미등기)
3회)

(現) 리딩투자증권 리스크관리실장
2022.10.18 (前) 메리츠종금증권 EPT팀,
아이엠투자증권 리스크관리실

상무
주요업무
15 집행책임자 최영인
(상임/미등기)

연번

임기
만료일

주요경력1)

겸직사항2)
-

710321

2022.04.01
(2017.06.08,
6회)

(現) 리딩투자증권 재무지원본부장
2023.03.31 (前)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자금팀,
아이엠투자증권 재무관리실

상무
16 (상임/미등기)
김창태

710622

2022.04.01
(2018.04.01,
5회)

리딩에이스캐피탈
비상근 감사
(2019.07~2022.06)
LEADING ABC
MICRO FINANCE
기타비상무이사
(2019.08~현재)

리딩투자증권 액티브솔루션팀장
2023.03.31 (現)
(前) BNK부산은행

-

상무
17 (상임/미등기)
이정근

750428

2021.12.01
(2018.12.01,
4회)

리딩투자증권 SF본부장
2022.11.30 (現)
(前)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

리딩에이스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2021.05~2023.06)

상무
18 (상임/미등기)
온승용

760227

2021.12.01
(2018.12.01,
6회)
2022.06.24
(2019.06.24,
4회)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융실장
2022.11.30 (現)
(前)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

-

(現)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장
2023.06.23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관리,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컨설팅

-

2021.07.22
(2019.07.22,
3회)

(現) 리딩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2022.07.21 (前) 이노션월드와이드 해외법인
관리총괄

2022.02.03
(2020.02.03,
3회)
2022.04.01
(2022.04.01,
1회)
2022.04.01
(2022.04.01,
1회)
2022.04.01
(2022.04.01,
1회)

리딩투자증권 시너지금융본부장
2023.02.02 (現)
(前) 유진저축은행 부동산금융

-

리딩투자증권 멀티솔루션본부장
2023.03.31 (現)
(前) 신한은행 주식운용

-

(現) 리딩투자증권 복합금융팀장
2023.03.31 (前) 우리은행 프로젝트금융부
구조화금융

-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
2023.03.31 (現)
(前) 바른자산운용 부동산 REF

-

상무
19 (상임/미등기)
이동호

671103

상무
20 (상임/미등기)
양준석

690321

상무
21 (상임/미등기)
김광래

710323

상무
22 (상임/미등기)
이원호

760602

상무
23 (상임/미등기)
이종성

710307

상무
24 (상임/미등기)
소진호

700226

LEADING
MYANMAR
HOLDINGS
대표이사
(2019.07~현재)
LEADING ABC
MICRO FINANCE
기타비상무이사
(2019.08~현재)

비고

주민등록 선임일
번호 (최초선임일,
(앞의 6자리) 선임횟수)
2022.06.01
상무
25 (상임/미등기)
조도희 701212 (2022.06.01,
1회)
2022.06.01
상무
26 (상임/미등기)
김달호 790319 (2022.06.01,
1회)
이사
2021.04.01
27 준법감시인 김종운 790219 (2021.04.01,
(상임/미등기)
1회)

연번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임기
만료일

주요경력1)

겸직사항2)

2023.05.31

(現) 리딩투자증권 종합금융실장
(前) 리딩에이스캐피탈 기업금융본부

-

2024.05.31

(現) 리딩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
(前)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금융

-

2023.03.31

(現) 리딩투자증권 준법감시인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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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