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내역 
 

 

Ⅰ.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1.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는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후보군을 추천합니다. 

2.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추천에 앞서 각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3.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을 완료합니다. 

 

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1년 3월 16일, 오전 11:00~ 

에이비엘생명 본사 22층 컨퍼런스룸  

2. 위원회의 구성 총 3명 ( 사외이사 2명 / 사내이사 1명 ) 

3.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량페이 (위원장) 통상법률사무소, 파트너 참석 

 톈링 우한대학 교수, 경제경영대학 보험학과 학과장  참석 

 왕루이 ABL생명 CIO 참석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시예저치앙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출생년도 : 1967년생   

-. 출신학교 : 남개대학 영문학 학사 

             영국특허보험학원 보험특허인 

             창쟝상업학원 공상관리 석사 

나. 후보자 경력 -. 중국인민보험회사, 재보험파트 

-. 중국보험영국유한회사, 재보험파트매니저     

-. 중국재보험회사, 국내재보험파트/특수리스크파트 파트장 

-. Lloyd's 북경 대표처, 수석대표                 

-. Loyd's 재보험중국유한회사, 부총경리             

-. 미국신리보험중국유한회사, 이사 총경리          

-. 대서양 재보험회사, 북아시아 총경리  

다.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 제안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에이비엘생명보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무관 

 

3) 추천이유 

상기 후보자는 30 년 이상 금융,보험업에 종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 신장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재보험,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금융회사의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여 금융회

사 전반적인 운영, 금융서비스나 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업무경험, 노하

우,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보험시장 내의 변동성을 활용하

여 보험시장 내에서 ABL생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 있는 회사

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회사 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무관 

 2) 대주주와의 관계 무관 

 3) 임원과의 관계 무관 

바. 자격 충족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충족 결격사유 없음 

사. 최고경영자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 등과의 관계 무관 

 2) 적극적 요건 충족 충족 

 3) 현재 겸직여부 없음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  

 위원회 구성 3인 중 출석한 3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