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내역 

 

I.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등의 역할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II.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19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의실  

2. 위원회의 구성 총 5 명 (사외이사 4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조용병 (위원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참석 

박안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참석 



박철 前 한국은행 부총재 참석  

이윤재 KorEI 대표 참석 

허용학 First Bridge Strategy Ltd. 대표 참석  

 

I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26일 신한카드 회의실  

2. 위원회의 구성 총 5 명 (사외이사 3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오공태 (위원장) 도쿄 한국학교 이사장, 三公상사 대표이사 참석 

이성한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참석 

김성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참석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참석  

이병철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참석  

 

IV. 대표이사 후보자 관련 

1. 임영진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출생연도 : 1960년  

- 출신학교 : 수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 후보자 경력 

 

- 1998. 12 신한은행 비서실장 

- 2003. 3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  



- 2008. 4  신한은행 영업부장  

- 2009. 2  신한은행 영업추진부장 

- 2009. 12 신한은행 경기동부영업본부장 

- 2011. 1  신한은행 전무(부행장보) 

- 2013. 1  신한은행 부행장 

- 2013. 5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신한은행 부행장 

- 2015. 5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신한은행 부행장 /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 2016. 1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 2017. 3  신한카드 사장 

다. 후보제안자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른 추천  

 

1) 인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신한카드 사장 후보로 추천된 임영진 후보는 카드 및 

여신전문업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 리테일, WM, 글로벌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직무경험 및 전문성, 외부 규제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사고 역량 및 리더십을 

보유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임영진 후보가 

합리적인 사고 및 전략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카드사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디지털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유지하여 1등 카드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성과가 양호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조직과 인사 혁신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어, 신한카드 사장으로서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카드사 및 그룹 전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당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는 임영진 후보가 신한카드 사장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직무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시장 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라 평가하고,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여 법률요건 

등을 검증하고 신한카드 사장 후보로 재선임 추천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충족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2) 적극적 요건 
  

 

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충족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임영진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 

충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영진 후보자의 재임 

기간 중 역량과 성과로 볼 때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 



마.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승계후보군 선정, 승계후보군 심의기준 도출, 승계후보군 심의, 최종후보자 선정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임영진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신한카드 사장으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임영진 후보에 대해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신한카드 사장으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