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해임(사임)에 따른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해임 내역을 공시

합니다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김대중 

직위 이사 

담당업무 구매총무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전혜숙 

직위 이사 

담당업무 계리기획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손익준 

직위 상무 

담당업무 Vitality 파트너십&경험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강신웅 

직위 상무 

담당업무 고객가치&상품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최인규 

직위 이사 

담당업무 고객전략&경험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조순권 

직위 이사 

담당업무 기간계개발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전진홍 

직위 상무 

담당업무 플랫폼개발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박재성 

직위 이사 

담당업무 PA영업전략팀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제갈근창 

직위 이사 

담당업무 DM영업1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김종명 

직위 상무 

담당업무 DM영업2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임경준 

직위 이사 

담당업무 DM영업2팀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성연경 

직위 이사 

담당업무 제휴파트너십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이중호 

직위 상무 

담당업무 제휴파트너십팀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이재화 

직위 이사 

담당업무 CEO Office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송우진 

직위 전무 

담당업무 내부감사본부장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김기석 

직위 상무 

담당업무 내부감사본부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1. 공시사유 해임(사임) 

2. 임원내역 성명 이민아 

직위 이사 

담당업무 인적자원본부원 

3. 해임(사임) 일자 2020.12.31 

4. 해임(사임) 사유 임원 정의 및 내규 재정립에 따른 기존 선임내역 정정 

5. 향후 선임 일정 기존 선임내역 정정 건으로 후임자 선임은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