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피보험자 Insured

사업장 소재지 Location of Insured

보험회사 Insurer

피보험자 Insured

보험종목/상품명 Policy Type

증권번호 Policy No.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Territory/Jurisdiction

보험기간 Policy Period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공제금액 Deductible

기타사항 Remarks

상기 기재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보험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Details refer to the original policy. This document is furnished as a

matter of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modify the contact of insurance between the Insurer and Insured.

날짜(Date)                        2023      년(Y)             3      월(M)              2      일(D)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컴퍼니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대표 에드워드 콥(Edward Kopp)

From      November 1, 2022                    To      November 1, 2023                    (       1    Year)

*00:01 A.M. Standard Time at your mailing address shown above.

General Liability                                                         GBP 10,000,000.-

Each Occurrence                                                        GBP 10,000,000.-

Products Liability Aggregate                                   GBP 10,000,000.-

Medical Payment                                                        USD 5,000 - a.o.p / USD 25,000 - a.o.o

GBP 10,000 each and every loss

but, GBP 1,000 per claim for Medical Payment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s Erode the Deductible

보험정보 Policy Information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LEGOLAND Korea LLC (617-81-99974)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 Policy Form - Occurrence Basis

50GD230113

Korea only

보험가입증명서 Certification of Insurance

계약자정보 Insured Information

LEGOLAND Korea LLC (617-81-99974)

LEGOLAND Korea LLC (617-81-99974)

1) LEGOLAND: Jungdo-dong 460-beonji, Chuncheon-si, Gangwon-do

2) LEGOLAND PARK: Jungdo-dong, Chuncheon-si, Gangwon-do

3) LEGOLAND Korea Resort (New Hotel): 16, Jungang-ro, Chuncheon-si, Gangwon-do

©  2016 처브그룹. Chubb
®

,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
SM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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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자가용) 검사 실시 확인서
발행번호 2 3 0 1 3 3 2 0 4 고객번호 0 1 2 5 5 0 9 2

대표자 성명 Matthew Paul Jowett 검사일자 2023.02.08

사업장명 레고랜드 테마파크 검사결과 합격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460 검사자 김태수

검사대상 전기설비 수전설비 22900(V) 7650(kW) 신청인 代 조명국

차기검사기한 2025.02.08 까지산업 및 업종 구분 (2)호텔

□ 통지내용(불합격□, 부분합격□ , 임시사용□) □ 조치방법 및 관련근거

□ 참고 또는 권고사항 : 

1. 검사 제외 대상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점검 후 안전하게 사용 바랍니다.

2. 특고압 지중케이블 절연내력시험은 한전 PAD S/W 엘보우 미분리로 적외선 열화상 측정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특고압 맨홀은 주기적 점검 바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4. 비상발전기 가동전에는 반드시 배기구 근처의 인화성 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 회의 내용 □ 검사 후 회의 내용

○ 전기설비 검사목적 및 내용, 절차, 안전사항 등 설명

○ 입회자 검사협조 및 개폐기 조작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 검사 전 엘리베이터, 전산ㆍ통신ㆍ보안장비 등 사전안전조치 안내

○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 시 과전압 보호에 대한 안내

○ 전기설비 시험 및 조작 시 고장기기의 부동작 가능성 안내

○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ㆍ보수 사항 안내

○ 전기설비 원상복구 등 이상 유ㆍ무 확인

○ 검사판정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검사실시 후 인터넷통신, 엘리베이터, 전산 및 보안장비 등의

    전원공급(복전)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안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에 따른 업무 협조 안내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기설비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고객만족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각종 검사 및 안전관리 안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17조

� 목    적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 수집항목 : 검사업무 입회자 등 관계자의 소속(상호)ㆍ직책ㆍ성명ㆍ전화번호(Mobile)ㆍ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수 탁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 위탁업무 : 외부 위탁업체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등

� 위탁기간 : 해당업무 계약기간 동안 위탁(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업무구분 소속(상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Mobile) E-mail 동의 여부 (서명)

고객 레고랜드 테마파크 동의  □ 미동의 [Ｖ]

감리업체 동의  □ 미동의 [Ｖ]

시공업체 동의  □ 미동의 [Ｖ]

안전관리 레고랜드 과장 조명국 01051449714 동의 [Ｖ] 미동의  □ 

* 1. 전기판매사업자 등에 전기공급 요청시는 본 확인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공사는 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부조리 행위는 일체 배격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사 감사실 : 063-716-2724)

3. 검사확인증은 우리공사 전기안전여기로(https://safety.kesco.or.kr)에서 고객번호로 출력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보고서를 요청 하실 경우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es.go.kr)에서 제공하여 드립니다.

(전화 : 전국대표 1588-7500, 강원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 033-902-3000 )



안전교육

     ※ 안전교육 및 현장업무 표준복장 체크하였음

     ※ 인입개폐기 투입, 개방시 검사자의 확인을 받도록 설명 받았음

     ※ 통제구획 내 일반인 출입통제를 하였음

     ※ 검사목적 및 내용, 절차 등 설명을 받았음

     ※ 검사 전 엘리베이터, 전산, 통신, 보안장비 등 사전조치를 확인하였음

     ※ 전기설비 시험 및 조작 시 고장기기의 부동작 가능성을 설명 받았음

     ※ 통제구획 내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였음

     ※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 시 과전압 보호에 대한 사항을 설명받았음

     ※ 입회자 검사협조 및 설비 조작 시 안전작업수칙 준수를 하였음

     ※ 기타 안전교육 실시 하였음

상기안전교육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 안전교육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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