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호) <신설 2017.7.21>

임원 선임

직

위

성명
1. 임원 내역

업무집행책임자
정 성 원

생년월일

1968.07.03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주요경력

現 한국투자저축은행 준법감시인

2.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2021.09.18.(2017.09.18., 3회)

3. 임기 (만료일)

2년3개월 (2023.12.31.)

4. 업무범위

준법감시업무

5. 겸직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자격요건 확인결과

충족

기재상의 주의
* 참고조문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 동 시행세
칙 제2조

주1)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최종학력"은 최상위 정규학력을 기재
주3) "직위“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사외이사 아닌 비상임이사, ④감사, ⑤집행임원, ⑥업무집
행책임자, ⑦감사위원(사내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 해당사항을 기재
주4) “주요경력”은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주5) “겸직사항”은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
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주6) “자격요건 확인결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주7) 개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사항

(제10-3호) <신설 2017.7.21>

임원 선임

직

위

성명
1. 임원 내역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이 철

생년월일

1963.03.03

최종학력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주요경력

前 한국투자저축은행 평촌지점 지점장

2.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2020.08.01.(2020.08.01., 1회)

3. 임기 (만료일)

2년5개월 (2022.12.31.)

4. 업무범위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위험관리팀장, 소비자보호실장, 감리팀장

5. 겸직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자격요건 확인결과

충족

*임기(만료일) 변경 : 2022.07.31. → 2022.12.31.
기재상의 주의
* 참고조문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 동 시행세
칙 제2조

주1)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최종학력"은 최상위 정규학력을 기재
주3) "직위“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사외이사 아닌 비상임이사, ④감사, ⑤집행임원, ⑥업무집
행책임자, ⑦감사위원(사내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 해당사항을 기재
주4) “주요경력”은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주5) “겸직사항”은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
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주6) “자격요건 확인결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주7) 개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