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8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강재민

740521-*******

경기 부천시 소사동로

이현숙

5812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남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조대현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보험업법
4.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제97조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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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과태료
2,53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700만원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재민은
2016.10.6.∼2016.10.3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강재민

계약

9건(초회보험료

1.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숙
(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은 2016.1.4.∼2016.3.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모두
보험업법
에게간편한건강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제97조
0.3백만원)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0.9백만원을 지급 받은

이현숙

과태료
160만원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

監置

)

등의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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