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신규/갱신)
신규 협약 신청 구비서류

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절차
◦협약 신청

주유소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등기우편, EMAIL, 모사전송(FAX),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고객만족팀 (우편번호:13539)
※신청서류 작성 시 고객만족팀과 유선상담
·문의처 : 031-789~0335~6
·FAX : 031-8016-4865
·EMAIL : service@kpetro.or.kr

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4. 위험물제조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보유한 경우) 완공 검사필증 각 1부
5. 주유기 및 저장탱크 배치도면 1부
6. 건축물대장 (해당자에 한함) 1부
(최근 3개월 이내)
7. 저장탱크 청소확인 증빙서류 1부

관리원

◦신청서류 확인 및 협약요건 검토

8. 주유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관리원
(관할 본부)

◦현장 실사 (운영현황 및 서비스 등)
※ 갱신 협약시는 생략

◦협약 선정 결과 및 협약비용 입금안내
(메일 및 유선 안내, 7일 이내)
관리원

※ 우리은행 309-04-101893 한국석유관리원)

◦협약서 발송 및 신용보증보험 안내
(공문 발송)

10. 조건부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11.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1부
위임장에 위임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번호 뒷번호 삭제 후) 함께 제출

※

12. 임대차계약 주유소의 소유권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13. 물량구매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14.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갱신 협약 신청 구비서류
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 확인서 1부

◦신용보증보험 증권 가입 및 제출(보증보험)
주유소
및
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사 지정담당자 통해가입

3. 조건부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담당자 : 이삭인슈 대리점 두상혁 실장
상담 070-7827~3278

4. 위임장 1부

(협약 후 7일 이내 가입)
5.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비고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변경이력 포함
◦ 관할 소방서 발행
※ 홈로리 포함
◦ 주유기, 탱크 연결

도면의 수기 또는
소방서 자료

◦ 일반건축물대장
(갑)으로 발행
※ 소유주 확인용
◦ 최근 5년 이내,
없으면 생략가능
◦ 도로공사 임대주유소
에 한함
◦ 가족임대주유소에 한함
예) 건물소유주(아버지),
주유소 판매업 등록은
(아들)인 경우

◦ 별 지 제 4호 서 식
◦ 통장사본 제출
◦ 별 지 제 5호 서 식
◦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 임대주유소에 한함
◦ 정유사 상표(GS, 현대,
SK, S-OIL)에 한함
◦ 별 지 9호 서 식
비고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사항 표기
◦ 별지 제4호 서식
◦ 환급 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대리인 신분증
필수 첨부
◦ 별지 제9호 서식
◦ 이행각서(1), (2) 각서인
서명 또는 인감 필수

관리원

관리원
(관할 본부)

◦조건부 지원급 환급 (증권 제출 후 3일 이내)
※ 418만원 환급

◦품질검사 시행

협약 이후 필수 제출서류

비고

신용보증보험 증권 1부
※ SIG서울보증 가입 (각 지역 지점 및 대리점 가능)
※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자번호 129-82-02417)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 협약 후 7일 이내
반환지금 보증
※ 가입금액 : 418만원의 두배 가입
이행(지급)보증보험(418만원)․이행(계약)보증보험(418만원)
※ 보험가입 후 증권을 FAX로 송부(031-8016-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