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22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3. 서류의 내용 :
(1)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김선자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선자

75082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정기자

6404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김은화

730520-*******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박용남

8406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김미화

61031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이명화

64021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양상욱

6410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홍성정

73051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아현정

73122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정광식

730904-*******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청용길

김수미

720916-*******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안승연

650125-*******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권영옥

620805-*******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김성규

71072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이종혁

80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김연수

690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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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

김은화

박용남

김미화

처분 원인
보험설계사 김선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사, 약 복
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
터 보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 □□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
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2015.6.1. 기간 중 광
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
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기자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
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
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등 7
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은화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9.10.～2015.12.7.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의
료원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
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
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용남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
◇◇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민을 태운 채 정차중
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미화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음
에도, 2014.12.18.～2015.2.25. 기간중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소
재 ◯◯◯◯병원 등지에서 36일간 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으
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록취소
(‘19.11.25~)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록취소
(‘19.11.25~)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록취소
(‘19.11.25~)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록취소
(‘19.11.25~)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록취소
(‘19.11.25~)

처분 대상

이명화

양상욱

홍성정

아현정

정광식

김수미

안승연

처분 원인
보험설계사 이명화는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
고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2015.12.2
6.～2016.1.11. 기간 중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등록을 한 뒤, 입원확
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입원비 등 보
험금을 청구하여 85만원을 편취하는 등 2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5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양상욱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기간 중 광주 광
산구 소재 ◯◯◯◯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홍성정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
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경기 김포시 소재 ‘◯◯◯◯병원’ 및 ‘◯◯◯◯병원’에서 66일간 정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아현정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4.19.～2016.5.9.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
는 방법으로 ◯◯◯◯보험(주) 등 3개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
쳐 보험금 합계 3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광식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29.～4.11.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
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근거 법규

보험업법
제102조의2

처분 내용

업무정지 180일
(‘19.11.25
~‘20.5.22)

권영옥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19.11.25
제102조의2
~‘20.5.22)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19.11.25
제102조의2
~‘20.5.22)

업무정지 180일
보험업법
(‘19.11.25
제102조의2
~‘20.5.22)

보험업법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19.11.25
~‘20.5.22)

보험설계사 김수미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
업무정지 180일
8.～3.25.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보험업법
(‘19.11.25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제102조의2
~‘20.5.22)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안승연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업무정지 180일
2.～2016. 3.22. 기간 중 광주 서구 소재 ‘◯◯◯◯의원’에서 아래
보험업법
(‘19.11.25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제102조의2
~‘20.5.22)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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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2)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권영옥은 2014.10.21.～2015. 2.13. 기간 중 대전광역
시 서구 소재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업무정지 90일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 진료비가 9
보험업법
(‘19.11.25
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
제102조의2
~‘20.2.22)
법으로 ◯◯◯◯보험(주)로부터 6회에 걸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
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조대현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보
험㈜의 “무배당◯◯◯◯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
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19.11.25
~‘20.1.23)

김성규

보험설계사 김성규는 2016.10.20.∼2018.2.23. 기간 중 ◯◯◯◯
보험㈜의 “무배당◯◯◯◯종신보험Ⅱ” 계약 35건(초회보험료 4.3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
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19.11.25
~‘20.1.23)

이종혁

이종혁은 2016.9.30. ㈜◯◯◯◯보험 ‘(무)◯◯◯◯종신 1형(기본형)’
등 3건(초회보험료 1.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9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김연수

보험설계사 김연수는 2016.1.4.～2016.12.29. 기간 중 ◯◯◯◯보험㈜
‘◯◯◯◯치아보장보험’ 등 47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장기석 등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19.11.25
~‘19.12.24)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19.11.25
~‘19.12.2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90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