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1.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결격사유, 평가결과 등을 검토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안자료 송부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및 안건 부의
4.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

II.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2015 년 10 월 1 일 오전 10 시 40 분
푸르덴셜생명 본사 21 층 212 회의실
총 3 명 (사외이사 2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손병옥 회장

참석여부

前) Chase Manhattan / HSBC / 푸르덴셜생명 사장

(위원장)

現) 푸르덴셜생명 회장

참석

김계성 사외이사

現)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참석

노옥섭 사외이사

現)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참석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김정대 사외이사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1952 년생
- 성동고등학교졸업
- 고려대학교 화학과 학사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보험경영 전공)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
나. 후보자 경력
○ 주요약력
1977.10 ~ 2011.06 대한재보험공사(現 코리안 리) 런던주재사무소장, 해상보험부장,
화재보험부장, 이사대우, 상무이사, 전무이사
2011.06 ~ 2012.09 코리안리 재보험 고문역임
2012.10 ~ 현재

윌리스 코리아 부회장

다.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제안자 : 커티스 장
1) 인적사항

現)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2) 후보자와의 관계

무관

3) 추천 이유

코리안리 재보험에 35 년간 재직한 바, 보험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매우 높음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보험업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충족

결격사유 없음

충족

결격사유 없음

가) 전문성

충족

해당요건 충족

나) 직무공정성

충족

해당요건 충족

다) 윤리성 및 책임성

충족

해당요건 충족

라) 충실성

충족

해당요건 충족

임원의 요건
나) 보험업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외이사의 요건
2) 적극적 요건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해당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출석위원 3 명 중 3 명 찬성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