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18 0520 0047 호

보험계약자

211-08-09382 680214-1******

피보험자

102-83-00920

봄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권양

보험가입금액
金 貳阡萬 원整

보험료 ￦65,800-
￦20,000,000-

보험기간 2018년 09월 09일부터  2019년 09월 08일까지( 365 일간)

보증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결혼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인터넷 발급용)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
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대리점 뉴서울보험대리점 김우섭 02-3474-1080

지점
서초지점 황재미 02-3474-00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8층 대각빌딩 (서초동)

주계약내용

1.'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내용]
인허가종류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인허가조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인허가기간 2018년 09월 09일부터 2019년 09월 08일까지
소재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45-1  (익선동)
인허가번호
인허가보증금액 ￦20,000,000-

2018년12월05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201906250014807-0012-005



(10-02-243, 2015.10.01)

 ㆍ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ㆍ'SMS'·'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

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

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

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

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

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증권번호 : 100-000-201805200047]   [보증보험용(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