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추천
-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최고경영자로 선임 예정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 구성

2019년 3월 14일 14:00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21층 회의실
총 3명(사외이사 2명)

3.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1993~1997 코리안리 런던주재사무소장
1998~2001 코리안리 해상보험부장 / 화재보험부장
김정대(의장)

2001~2006 코리안리 이사대우 및 상무이사
2006~2011 코리안리 전무이사

참석

2011~2012 코리안리 자문
2012~2015 윌리스 코리아 부회장

2000~2001 신세기통신 전략지원부분장 겸 사장실 실장 전무
2002~2004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 전무, 대표이사 사장
김신배(사외이사)

2009~2010 SK C&C 대표이사 부회장

참석

2010~2013 SK㈜ 부회장
2013~2016 SK그룹 상임고문

1990~1998 ALLSTATE REINSURANCE Chicago, IL 상무보
1998~2003 SCOR Reinsurance Korea 한국 대표 및 CEO
커티스장(사내이사)

2003~2010 리마크 코리아 한국 대표 및 CEO
2010~2015 처브코리아 (CHUBB KOREA), 한국대표 및 CEO
2015~현재 (현) 푸르덴셜생명 대표이사 사장

참석

III. 최고경영자 후보 관련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커티스 장
2) 출생년도 : 1968년
3) 출신학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학사
4) 경력 :
- 1990 ~ 1998 ALLSTATE REINSURANCE Chicago, IL 상무보
- 1998 ~ 2003 SCOR Reinsurance Korea 한국 대표 및 CEO
- 2003 ~ 2010 리마크 코리아 한국 대표 및 CEO
- 2010 ~ 2015 처브코리아 (CHUBB KOREA), 한국대표 및 CEO
- 2015 ~ 현재

(현) 푸르덴셜생명 대표이사 사장

나. 후보제안자 및 추천 이유
1) 후보제안자 : 김정대 사외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 무관
3) 추천 이유
: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및 리더십으로 푸르덴셜생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됨.

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총족사유

소극적 요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충족

결격사유 없음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당사 내부규범)

충족

결격사유 없음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커티스장 후보자에 대해 관계법률과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
합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참석한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와 평가가 있은 후 적법한 동의와 제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출석이사 전원(커티스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의결권 제한)은 커티스장 후보를
신임 사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