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함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 

 추천된 후보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경영자로 선임 

예정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회의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21. 3. 11, 10:30 

o 장소 : 본사 9층 M2 회의실 

나. 위원회 구성 총 3명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 

다. 위원회 위원 약력 참석여부 

 
구기성 

(위원장/사외이사)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前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 前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참석 

 
이봉주 

(사외이사) 

- 現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한국보험학회 제25대 회장 

- 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참석 

 
이필규 

(비상임이사) 

- 現 보험신보 회장 

- 前 한국보험학회 이사 
참석 

 

3.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성명 : 원 종 규 (元 鍾 珪) 

 임기 : 3년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o 출생년도 : 1959년 

o 학력사항 

- '78 여의도고 졸 / '83 명지대 무역학 학사 

- '12 연세대 MBA 

나. 후보자의 경력사항 

 - '86      코리안리재보험 입사 

- '07~'10 코리안리재보험 상무대우 

- '10~'11 코리안리재보험 상무 

- '11~'13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 '13~現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다. 후보제안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추천 이유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원종규 후보자는 1986년 

코리안리재보험에 입사하여 해상보험부, 기획관리실, 

총무부를 거쳐 기획관리실 기획전략과 차장, 경리부장, 

상무, 전무를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보험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리안리재보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S&P 신용등급 상향,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시현 등 회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근 거 

 1) 소극적 요건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 당사 지배구조규정(지배 

구조내부규범) 제35조 
충족 

당사 지배구조규정(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 

 -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구기성 위원장, 이봉주 위원, 이필규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