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주 소

헤리스개인보험대리점

59100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인영

84060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김은희

62070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면 문덕리

육상재

520306-*******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기쁨가득 보험대리점

730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김유순

540202-*******

경기도 김포시 한강2로

아라에셋(주) 보험대리점

201310800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김화영

771001-*******

황두현

61110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41번길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되었습니다.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대상

다

음

-

처 분 원 인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정
광섭)은 2014.1.6. ~ 2014.12.12. 기간 중 ㈜KB
손해보험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 등 총
헤리스
168건(초회보험료 29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개인보험대리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68명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
사 조인영은 2015.3.27. ~ 2015.8.31. 기간 중 한
화손해보험㈜의 ‘(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
조인영
1501’ 등 손해보험계약 총 27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9명에게 총 1.7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김은희는 2016.3.3.~2017.5.19. 기간 중 14건의 손해
김은희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99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사실이있음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육상재는 2015.6.19.~2016.5.25. 기간 중 8건의 손해
육상재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8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사실이있음
기쁨가득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최
금희)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
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
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
기쁨가득
집자격이 없는 ㈜○○○○○○○○○○○ (舊 ㈜
보험대리점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수수
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대리점으로
IBK기업은행 등록하지
행우회가 않고
100%출자한
보험
보험을 법인으로,
모집(→`17.1.16.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87조 위반으로 검찰 고발)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8조,
제97조

등록취소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손해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손해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제86조, (손해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제88조, (손해보험
제99조 모집업무 限)

처분대상

김유순

아라에셋(주)
보험대리점

김화영

황두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미래에셋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김
유순은 2009.10.16.～2009.1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KDB생명보험㈜ ‘주가연계연금보험’ 등 보험업법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을 코 제86조,
인스보험대리점㈜(現리더스금융판매㈜) 前소속 제102조의2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아라에셋㈜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양은경)은
2015.11.1.~2015.12.1. 기간 중 KDB생명보험㈜의
‘KDB퍼펙트플랜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4건 보험업법
(초회보험료 5.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제88조,
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제98조
방법으로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웰스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왕복) 소속
보험설계사 김화영은 2014.12.11. ~ 2015.5.1. 기간
중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 보험업법
사랑통합보험’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제86조,
0.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제98조
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1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포유카인슈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두현은
2016.7.17.∼2017.4.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39명)로부터 자동차보험 43건의 모집과 관련 제86조,
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309만원을 유용한 사 제84조
실이 있음

처분내용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등록취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