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책임보험 사고통보서                  

 
  
※보험증권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발송바랍니다. 

      

보험종목:  제조물배상책임공제             증권번호: PL13-000047                                         

피보험자명 : (주)그라운드         업무담당자:  우순식            전화:  02-572-0008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7-2 선텍시티 2, 209 호      팩스:  02-572-3224        

피보험자께서는 이 양식의 질문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당사로 신속히 송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통보서를 피해자 및 기타 관련인에게 보여주거나 인

도해서는 안됩니다. 

 

1. 피해자사항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피해자명(상호): 군청           직 업:                 주민(사업)번호: 

  담 당 자: 이                    전 화:                 휴대전화: 010- -    

  직 장 명: 군청 환경수도과      직 위:           전    화:   

  피보험자께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회사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오  □예(친족, 고용관계, 도급계약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요망.) 

원발주처는 군청 환경수도과이며 ㈜그라운드에서 계약 후 시공 설치한 건입니다. 

 

2. 사고개요 

  사고 일시:2013 . 08. 23 /사고장소: 강원도 군 읍 ) 일원 

  사고경위(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별지이용 현장도면 등 첨부) 

2013 년 08 월 23 일 (기상청 낙뢰 자료 첨부) 강원도 군 읍 일원의 낙뢰로 인한 배수

지의 유입 유량계와 유출 유량계 장비의 피해 발생, 2013 년 11 월 05 일에 피해발생 현장을 방

문하여 조사/확인한 결과를 붙임-1 과 같고, 피해수리 내역과 ㈜그라운드에서 배상한 내역은 

붙임.  

현장 방문 담당자 : 우제욱 대표(017-732-8888)  

 

3. 손해사항 

◆대인 : 신체상해 사고 시 

  상해부위:  

  치료병원:                        (☎:              )                       

     

◆대물 : 재물파손 사고 시  

파손품의 종류 및 모델명(차량번호 등) 

                                                                                          

    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오 □예,  수리업체명: ㈜씨엠엔텍   연락처:031-702-4910 

 

견적(지출)금액:￦   407 만 원                                     

※ 뒷면 계속  

     현대해상화재보험 
     .110-73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번지 현대해상빌딩  

Tel: 02)3701-8491~5 
회신팩스: 02-732-5685



4. 관련자 인적사항 

  이 사고를 직접 유발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귀하의 근로자, 하청자, 기타) 

   성명(상호):                 주민번호:                     전화: 

   근무처:                     피보험자와의 관계: 

  위 사람 외에 이 사고 건에 관련된 사람(단체)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작업의 원ㆍ하청자, 차량임대차관계 등, 기타 제 3자로서 사고와 관련 있는 자)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①성    명:                             ②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 락 처:                               연 락 처: 

 

5. 사고원인 

 -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구체적으로) 

                                                                                          

                                                                                          

  피보험자께서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예 

 -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책임(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측에서 잘못한 점(과실, 부주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예 

 -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6. 이 사고에 대한 다른 보험(또는 공제계약)가입 사항(보험종목, 보험사, 증권번호) 

  피보험자(다른 배상책임보험등):             /               /                            

  파손재물(화재, 자동차보험등) :             /               /                            

  상해피해자(산재보험, 공제등):             /               /                            

 

7. 보험금 온라인 송금의뢰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종결 후 합의 시 작성요망) 

  지급될 보험금을 아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주) 예금주는 반드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본인이어야 하며 실명계좌이어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친권자 

가능). 또한, 상기 기재내용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서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이 사고통보서는 본인(피보험자)이 직접,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위 내용상의 하자

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3 .  11 .  27 .         피보험자: ㈜ 그라운드    인 

 



붙임-1 

1. 낙뢰 발생 정보 

 

 

 

사진-1 2013 년 8 월 23 일 낙뢰 정보 

 

2. 현장 조사 사진 

 

 



사진-2 유입 유량계(접지 미 연결)        사진-3 유입 유량계(접지 미 연결) 

 

 

  

3. 낙뢰피해 원인 분석 

1)상기 1 항의 기상청 낙뢰발생정보(사진-1)와 같이 피해발생 시간에 해당 지역에 광범위 

하게 또 집중적으로 낙뢰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2)낙뢰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사진-2, 3,4,5 에서와 같이 피해가 발생된 유입유량계와 유

출 유량계의 접지단자(적색 원-단자대 우측)가 낙뢰방호장치(eca3G)의 접지 연결부에 

접지선이 연결 안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