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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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1.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세아

9312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선우

801015-*******

인천광역시 서구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윤경원

710921-*******

경기도 양주시

윤영란

780419-*******

인천광역시 서구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서구

장화식

4907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현석

790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최은화

840609-*******

경상남도 김해시

김현진

560310-*******

경기도 고양시

손이정

7706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성례

601011-*******

경기도 김포시

이경모

7904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배영

560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선민

611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숙경

681118-*******

경상북도 상주시

임대규

83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병주

6008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주민/법인
등록번호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30일
2018.11.30. ‘□□□□□□□□□□□□□□보험’ 1건의 생명보
(생명보험
931217- 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보험업법
김세아
모집업무 限)
*******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 제98조
('21.1.15.~
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2017.9.5.∼2018.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
보험업법
801015등록취소
김선우
******* 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23백만원(보험계 제84조 ('21.1.15.~)
약 15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업무정지
2018.5.30.~2018.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30일
740820- 주식회사의 '(무)□□□□□□□□_20년체증형' 등 5건의 보험계 보험업법 (생명보험
오창호
******* 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 제97조 모집업무 限)
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1.15.~
3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1.2.13.)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710921- 2018.7.31. ‘(무)□□□□□□□□보험Ⅲ’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 보험업법
윤경원
모집업무 限)
회보험료
155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
*******
제98조 ('21.1.15.~
의 방법으로 총 155천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780419- 2017.10.16.∼2018.3.21. 기간 중 □□□□□□보험㈜ 및 ㈜□□ 보험업법 등록취소
윤영란
******* □□□보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 제97조 ('21.1.15.~)
한 보험료 33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
제98조
업무정지
2018.5.31.~2019.3.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ㅁㅁㅁㅁ생명보험
30일
801001- 주식회사의 '(무)ㅁㅁㅁㅁㅁㅁㅁㅁ_20년체증형' 등 12건의 보험계 보험업법 (생명보험
윤에덴
******* 약(초회보험료 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 제97조 모집업무 限)
험설계사 ㅁㅁㅁ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1.15.~
4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1.2.13.)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의 보험
490726- 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 보험업법 등록취소
장화식
******* 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총 제84조 ('21.1.15.~)
제86조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2018.2.1.∼2018.6.27. 기간 중 □□□□보험㈜의 ‘□□□□□□□
업무정지 30일
□보험’ 등 94건(초회보험료 24.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생명보험
보험업법
790918이현석
*******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총 황금열쇠, 백화점 제98조 모집업무 限)
상품권 등 28.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
('21.1.15.~
'21.2.13.)
이 있음

처분
대상

주민/법인
등록번호

처분 원인
1. 가.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최영은

520518-

*******

나.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901.2)□□□□□□(□□□□)' 등 45건의 보험계약(초회보
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21.1.15.~
보험업법 '21.2.13.)
제97조
업무정지
제98조
9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21.1.15.~
'21.4.14.)

2. 2018.3.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무) □□□ □□□□□□□ □□□ □보험1808(1종)' 등 312
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1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62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840609- 2013.10.23.∼2018.4.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5명의 보험계 보험업법 등록취소
최은화
******* 약(16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 제84조 ('21.1.15.~)
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20.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정지
2018.9.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30일
560310- □□□□□□□□□□(1807)(해지환급금미지급)' 등 36건(초회보 보험업법 (손해보험
김현진
******* 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22명의 제98조 모집업무 限)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21.1.15.~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업무정지
30일
2018.6.29.~2019.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1805.1)' 등 17건의
770613-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 보험업법 모집업무 限)
손이정
******* 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제97조
업무정지
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1. 가. 2018.6.28.~2018.1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17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정지
90일
나. 2019.4.5.~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업법 (손해보험
601011보험주식회사의
'□□□□□□□□□□□□□□□□□□□'
어성례
제97조 모집업무 限)
*******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
제98조 ('21.1.15.~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21.4.14.)
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2018.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무) □□□ □□□□ □□□□1709' 등 254건(초회보험료 30
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72명의 계약
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9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처분
대상

주민/법인
등록번호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
2018.2.1. ~2019.5.31.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무)□□
30일
790414- □□□□□□□보험(18.02)1종 ' 등 6건(초회보험료 0.6백만원)의 보험업법 (손해보험
이경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5명의 계약자에게 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21.1.15.~
있음
'21.2.13.)
업무정지
2018.6.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30일
560222- □□□□□□□□□(1807)(해지환급금미지급)' 등 29건(초회보험 보험업법 (손해보험
이배영
******* 료 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13명의 계약자 제98조 모집업무 限)
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21.1.15.~
사실이 있음
'21.2.13.)
업무정지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180일
611212- (무) □□□ □□□□ □□□□1707' 등 127건(초회보험료 15백 보험업법 (손해보험
이선민
******* 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60명의 계약자에 제98조 모집업무 限)
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21.1.15.~
한 사실이 있음
'21.7.13.)
업무정지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30일
681118- (무) □□□□□□□□보험1810' 등 35건(초회보험료 3백만원)의 보험업법 (손해보험
이숙경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11명의 계약자에게 보험 제98조 모집업무 限)
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21.1.15.~
있음
'21.2.13.)
업무정지
30일
2018.2.1. ~2019.6.30.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
830122- □□□□□□□□Ⅱ' 등 59건(초회보험료 7백만원)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손해보험
임대규
******* 체결과 관련하여 □□□ 등 3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 제98조 모집업무 限)
('21.1.15.~
법으로 총 2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1. 가. 2019.1.11.~2019.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901.22)' 등 12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정지
60일
나. 2019.3.22.~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업법 (손해보험
600802□보험주식회사의
'□□□□□□□□□□□□□□□'
등
21
최병주
제97조 모집업무 限)
*******
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8조 ('21.1.15.~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21.3.15.)
모집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2019.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보험(1807)(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등
120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66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4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