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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선임내역을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신규 선임 

2. 임원 내역 

성명 강성배 

지위 이사 

담당업무 손해사정 

3. 선임 일자 2021.04.01. 

4.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컴퍼니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대표 에드워드 러 (Edward Ler) 

  



 

© 2021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SM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01/2021           2 

/ 

임원 선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선임내역을 공시합니다. 

 

5. 공시 사유 신규 선임 

6. 임원 내역 

성명 김영석 

지위 이사 

담당업무 기업보험 숏테일 비즈니스 

7. 선임 일자 2021.04.01. 

8.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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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시 사유 신규 선임 

10. 임원 내역 

성명 이재걸 

지위 이사 

담당업무 TM 영업 

11. 선임 일자 2021.04.01. 

12.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컴퍼니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대표 에드워드 러 (Edward Ler) 

  



 

© 2021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SM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01/2021           4 

/ 

임원 선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선임내역을 공시합니다. 

 

13. 공시 사유 신규 선임 

14. 임원 내역 

성명 장민우 

지위 이사 

담당업무 DM 고객마케팅 

15. 선임 일자 2021.04.01. 

16.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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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시 사유 신규 선임 

18. 임원 내역 

성명 홍정주 

지위 이사 

담당업무 기업보험 BI&DA 

19. 선임 일자 2021.04.01. 

20.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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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시 사유 신규 선임 

22. 임원 내역 

성명 황보주형 

지위 이사 

담당업무 개인보험 DA & Wellness Program 

23. 선임 일자 2021.04.01. 

24. 자격요건 적합여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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