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손해보험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화재(낙뢰 포함)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비책이 되어드립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및 기타  
협력비용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는 손해

• 발전기, 정류기, 변압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손해

가입대상
 
•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오피스텔, 영화관, 음식점 등 일반물건

•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상품의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보험료 납입으로 피보험자의 건물, 
기계, 집기비품, 공기구, 동산 등에 대한 화재 
위험을 비롯한 기타 추가 위험을 담보합니다. 

에이스손해보험 화재 리스크 관리

에이스손해보험은 높은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언더라이터, 
손해사정인, 전문 엔지니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자산 보호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은 소중한 사업장의 위험환경에 맞춘 보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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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그룹 소개

Chubb는 세계 최대의 상장 손해보험기업 
입니다. 54개국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Chubb는 기업/개인 고객을 위한 재물/특종 
보험과,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 서비스를 다양한 그룹의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언더라이팅 기업인 Chubb그룹
은 통찰력과 규율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평가
하고 인수하며 관리합니다. Chubb는 클레임
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급합니다. 
수십 년간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을 겸비하여 
개인고객과 가족들께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Chubb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채널 역량, 우수한 재무 건정성, 글로벌  
영업망을 자랑합니다. Chubb그룹의 보험 
계열사는, 다국적기업/중소기업 고객에게는 
재물보험, 특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
자산보유 고객에는 자산보호를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게는 생명 
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자동차보험과 기타 특화보험 서비스를 제공 
하며, 기업의 임직원과 동호인 단체 회원고객
들에게는 건강상해보험과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수보험사들에게는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화 1,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총 거수 보험료로 미화 350억 
달러를 기록한 Chubb의 주요 보험계열사들
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로부터 기업재무능력 
AA등급을, A.M. Best로부터는 A++ 등급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Chubb의 모기업은 뉴욕주식거래소에  
(NYSE: CB)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의 인덱스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hubb는 취리히, 뉴욕, 런던 등의 지역에  
그룹 임원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에  
약 31,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60
www.chubb.com/kr

김연준 팀장
Underwriter
Property Team
O  +82 2 6711 5745
E  yeonjoon.kim@chubb.com

허훈 대리
Underwriter
Property Team
O +82 2 6711 5755
E hun.heo@chubb.com

김수곤 사원
Underwriter
Property Team
O +82 2 6711 5737
E Sugon.Kim@chub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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