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 <개정 2016. 12. 6.>

임원 해임 보고

문서번호 BNK투증인사20-38 2020.12.21.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본시장제도팀

제 목 임원 해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금융회사의 지

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BNK투자증권의 임원 해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임원 해임내용 1부. 끝.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김 재 영 (과장)

전화번호 : 02-2071-7624



(붙임)

임원 해임 내용

1. 해임(사임)

직 위
(상임여부)

성 명
(한자) 해(사)임일 사 유 비 고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김영복
(金榮福) 2020.12.09 사망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1) 겸직사항
2) 비 고

사장
(상임,
등기)

김병영
(金秉榮) 600807

2019.10.30.
(2019.10.30
,신임)

2021.12.31

-14.09현대증권 Retail 및 WM부문 총괄, 경영
서비스총괄 임원 전무

-15.01동사 상근 경영자문위원
-16.12현대저축은행 경영전략담당임원 부사장
-18.12KB증권 경영관리부문장 부사장
-19.10KB저축은행 영업총괄 부사장
-19.10BNK투자증권 대표이사(現)

-

감사
(상임,
등기)

김석구
(金錫求) 600218

2019.2.22.
(2019.2.22
,신임)

2021년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09.01하나은행 WM본부, 상품본부장
-15.07하나엠엠씨 고문이사
-17.12BNK금융지주 백년대계위원회 미래분과
-18.02BNK투자증권 상근감사(現)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옥치장
(玉致章) 470319

2019.3.22.
(2019.3.22
,신임)

2021년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05.01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
-08.03동사 유가증권시장 본부 본부장 퇴임
-19.03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김세형
(金世馨) 560918

2019.3.22.
(2019.3.22
,신임)

2021년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12.10매일경제신문 전무이사 겸 주필
-16.09동사 고문(現)
-19.03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CJ CGV
사외이사
(비상근)
(18.03.30~
21.03.30)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문혁주
(文赫柱) 620410

2019.3.22.
(2019.3.22
,신임)

2021년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12.04KNN 방송본부장
-14.03동사 경영본부장
-15.03동사 대표이사
-16.11동사 이사
-18.02동사 이사 퇴임
-19.03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

부사장
(상임,
미등기)

김두우
(金豆于) 661005

2019.12.16.
(2018.1.2
,연임1)

2021.12.31
-10.01KTB투자증권프로젝트금융센터장상무
-18.01BNK투자증권 전무
-20.01동사 부사장(現)

-

부사장
(상임,
미등기)

송대환
(宋大煥) 610910

2019.12.16.
(2018.3.21
,연임1)

2021.12.31
-13.07부국증권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이사보
-15.02동사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상무보
-18.04BNK투자증권 전무
-20.01동사 부사장(現)

-

부사장
(상임,
미등기)

김상홍
(金祥洪) 640927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5.01레이크투자자문 상임고문
-17.11BNK금융지주 증권WM담당 상무
-18.03동사 그룹WM담당 전무
-18.06동사 그룹WM총괄부문장 전무
-19.01동사 그룹WM부문장 전무
-20.01BNK투자증권 부사장(現)

-

전무
(상임,
미등기)

조성현
(曺盛鉉) 640229

2019.12.16.
(2017.12.11
,연임1)

2020.12.31

-14.05현대증권 PBS센터 센터장
-14.10동사 법인영업본부장 상무보
-16.01동사 법인국제영업본부장 상무보
-17.01KB증권 영업부 상무
-17.12BNK투자증권 전무(現)

-

전무
(상임,
미등기)

이봉기
(李奉基) 590925

2019.12.16.
(2015.2.2.
연임3)

2020.12.31
-12.12HMC투자증권 창원영업총괄 상무대우
-15.02BNK투자증권 창원영업본부 본부장
-16.07동사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19.01동사 전무(現)

-

전무
(상임,
미등기)

우현섭
(禹賢燮) 610217

2020.5.4.
(2020.5.4.
,신임)

2021.12.31
-12.05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팀장
-16.03동원 은행준법검사국 금육교육교수부국장검사역
-18.02동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교수
-20.05BNK투자증권 전무(現)

-

전무
(상임,
미등기)

김덕규
(金悳奎) 660217

2020.2.4
(2020.2.4
,신임)

2021.12.31

-13.02NH투자증권 기업금융2팀 이사
-15.12동사 종합금융(사업)본부 상무대우
-18.05동사 부동산금융본부 상무
-18.06동사 프로젝트금융본부 상무
-19.12KB증권 부동산금융본부 상무
-20.02BNK투자증권 전무(現)

-

전무
(상임,
미등기)

이하영
(李夏永) 641101

2020.3.20.
(2020.3.20.
,신임)

2021.12.31.

-14.09현대증권 강동지점장, 분당남지점장
-16.12동사 인사부장
-19.04KB증권 경영지원본부장
-19.12동사 중부지역본부장
-20.03BNK투자증권 전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임익성
(任益成) 680904

2019.12.16.
(2018.1.1.
,연임1)

2020.12.31
-13.06메리츠종금증권 EPT팀장 상무보
-16.04BNK투자증권 MS팀장
-18.01동사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박종덕
(朴鍾德) 660710

2019.12.16.
(2018.1.8
,연임1)

2020.12.31 -11.10KTB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1팀상무보
-18.01BNK투자증권 상무(現) -



3.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 : 없음

상무
(상임,
미등기)

안기수
(安奇秀) 620210

2019.12.16.
(2018.6.25
,연임1)

2021.12.31
-14.02경남은행 리스크관리부 부장
-17.01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부장
-18.06BNK투자증권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이광호
(李洸浩) 640805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5.01BNK투자증권 경남영업부장
-16.01동사 리테일본부장 이사대우
-18.01동사 IWM사업추진실장 이사대우
-19.01동사 IWM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행 상무보
-20.01동사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유용준
(柳鏞準) 660818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5.01마일리지코리아 마케팅 이사
-17.02진행워터웨이 경영지원 이사
-18.04BNK투자증권 스탁론팀장 상무보
-18.07동사 경영지원부 부서장 상무보
-20.01동사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양상근
(梁相根) 691110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4.01BNK투자증권 채권부 부서장 상무보
-20.01동사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권용묵
(權容黙) 680816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98.06SK증권 종합금융팀 부장이사
-18.01BNK투자증권 채권금융센터장 상무보
-20.01동사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강경웅
(姜景雄) 630107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3.12부산은행 부산시청, 범내골지점장
-18.01동행 범내골지점장 상무대우
-19.02BNK저축은행 CIB담당 상무보
-20.01BNK투자증권 상무(現)

-

상무
(상임,
미등기)

서이덕
(徐二德) 631116

2019.12.16.
(2019.12.16
,신임)

2021.12.31
-15.01BNK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직무대행상무보
-17.01동사 홀세일본부장 상무
-18.01동사 자문위원
-20.01동사 상무(現)

-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