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성용

나이: 59세

화학 업종 프로젝트 경험
•

삼성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오퍼레이션 개선

•

BP(영국): 해외 수출 전략 수립

•

Rhone Poulenc(프랑스): 미국 시장 전략 수립

•

Chevron(미국): 미국 내수시장 전략 수립, 오퍼레이션 개선

•

LG화학: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신규 사업 전략 수립

•

대림산업(현 DL케미칼): 중국 시장 중장기 전략 수립

•

Amoco(미국): 중장기 비전 수립, Globalization 전략 수립

•

GS칼텍스: ERP 시스템 통합 (엑센추어와 협업)

•

SK: 네트워크 전략 수립, 상품 개발 전략

주요 경력
•

(전) 신한금융그룹 CDO 및 신한DS 사장 (2018~2021)

•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인 최초 글로벌 등기 이사회 멤버 (2000~2017)

•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 및 한국 대표 파트너 (2000~2017)

•

(전) 에이티커니 초대 한국대표 (1991~2000)

•

(전) 미국 국방부 엔지니어 (1985~1990)

사외 이사 경력
•

현대무벡스 (코스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0~2022.2)

•

AIA 생명보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 (2017~2019)

•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SPAC 펀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2)

•

LG 디스플레이 (코스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1)

•

우정사업 금융본부 사외이사 (2008~2010)

학력 사항
•

스위스 로잔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박사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 대학원 MBA 경영학 석사

•

미국 남가주 대학교 (USC)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석사,

•

미국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항공우주 공학과 수석 졸업,

이성용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세계에 70 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는 3 대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
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 베인&컴퍼니의 글로벌 디렉터로, 한국대표, 아시아 금융대표, 아시아인
최초로 베인 글로벌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베인의 최고 의사결정체인 글로벌 이사회
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금융권과 사모펀드 대상으로 M&A, 합작사 설립, M&A이후
통합 전략, 신규사업 발굴, Transformation 관련한 30년 이상의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는 향후 금
호석유의 신규 성장 동력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후보자는 최근까지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을 총괄하였으며, 신한금융그룹의 2,400
명의 IT 와 Digital 인력을 관리하는 그룹 CDO (최고 디지털 책임자)와 자회사인 신한DS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IT에 대한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과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IT 통합 작업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상장 회사를 포함한 국내 다수의 기업 및 공기업(현대무벡스, AIA 생명보험, LG 디
스플레이, 우정사업본부등)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후
보자의 보상위원으로의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 최고 경영층의 연봉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대표로서의 지식, 감사
위원으로서의 경험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권

익 보호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용 후보자는 금호석유화학의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新성장 사업의 발굴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미래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혁신하고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함상문

나이 : 68세

주요 경력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2020~현재)

•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재무학(외환 파생상품 포함, 리스크 관리)
(1998~2019)

•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2007~2010)

•

(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3~1997)

•

(전)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교수, 캐나다 (1992~1993)

•

(전) Virginia Tech 교수, 미국 (1984~1992)

사외 이사 경력
•

두산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3~2016)

•

KB 금융지주 (코스피) 사외이사,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 위원 (2008~2013)

•

KB 금융지주 (코스피) 감사위원 (2010~2012)

•

재정경제부, 경제개발협력기금, 자문위원 (2007~2011)

•

한국은행, 외환 및 국제금융 자문위원 (2005~2011)

•

OECD - Korea 정책센터 소장 (2007~2010)

•

한국가스공사, 외환리스크 자문위원 (2004~2005)

학력 사항
•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 및 수학 학사

함상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수의 대학에서 약 40년동안 재무학(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및 경제학
을 가르쳤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을 거쳐 1993년 귀국하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으로 일한 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입니
다. 후보자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재정경제부, 한국은행, KOICA, 한국가스공사등)에
서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쌓았습니다.
후보자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금호석유화학의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진
및 다른 사외이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매출에서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국제금융에 대한 지
식이 회사 경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시,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적절하
게 자본이 배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후보자의 폭넓은 재무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것
입니다.
함상문 후보자는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리스크관리 위원을 역임했으며 두산건설에
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렇듯 학계, 정부 기관 및 기업등 다양한 조직
에서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무에 대한 지식과 감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