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버 사고 보험 

보험 상품 정보 문서 

회사: 본 보험은 “Compensa Vienna Insurance Group” ADB 라트비아 지사에서 

인수합니다. (주소: Vienibas gatve 87H, Riga, Latvia, LV-1004) 가입자 보험 급부는 총괄 

보험 계약( SM1328/CSME0621)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상품: 다이브 어시스트 다이버 사고 보험 

이 문서에서는 보장, 보장 제외 및 제한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보험 계약 문서의 

기타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험금액은 보험 계약 부속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보험입니까?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보장(예: 의료 처치 또는 고압산소챔버 

치료)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 보험 계약입니다.  한 번의 여행에만 적용되는 단일 여행 보험 또는 여러 번의 개별 

여행에 적용되는 연간 보험 계약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되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본 보험 계약은 이하를 보장합니다. 

✓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응급 이송/귀환이 필요한 경우 

✓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합리적인 수준의 교통비 및 숙박비가 필요한 경우 

✓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 

✓ 사지 중 하나를 잃거나 한쪽 눈의 시력을 잃거나,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은 경우 

✓ 사지 중 둘을 잃거나 양쪽 눈의 시력을 잃거나, 양쪽 

귀의 청력을 잃은 경우 

✓ 영구적이며, 전면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 다이빙 중 사고/부상으로 인하여 귀가한 후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 다이빙 사고의 결과 이외에 근거한 청구 

✗ 의학적 권고에 따르지 않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수행한 경우 

✗ 고지하지 않은 의학적 질환 또는 고지하였지만 보장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의학적 질환 

✗ 특별한 합의 없이 프리다이빙 대회 또는 국내 또는 

국제 기록에 도전하는 경우 

✗ 귀가 용도로 적합한 비응급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접적으로 다이빙 사고의 결과로 식별되지 않는 

질환, 아픔, 질병 

✗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하여 사용한 작살총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인하여 입은 모든 형태의 부상 

✗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건 

또는 상황 

✗ 현지 해안경비대, 해경, 경찰 또는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국내외 긴급구조대의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관을 대행하지 않은 경우 

수색 및 구조 비용 

  



 

보장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 공인 다이빙 신체 가이드라인(RSTC, CMAS, EUF 제휴 다이빙 협회)에 부합하지 않고 수행한 다이빙 

! 합의 없이 130m 보다 깊이 다이빙한 경우 

! 알맞은 다이버 자격증 없이 다이빙하거나 다이빙 기록상 입증 가능한 다이빙 경험이 부족한 경우 

! International Treatment Advice 에서 나열한 지역 중 한 곳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정 의료 

시설로 가야 보장 대상에 해당 

! 보험 기간 중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사고를 겪은 경우,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보장 내용이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 다이빙 의사로부터 다이빙에 적합한 신체 상태라고 판단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장의 지역적 범위는? 

✓ 전 세계 보장이며, 다음 지역을 제외합니다. 

-미국, 캐나다 보험 가입자 및 미국, 캐나다 영토 및 재산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국, 캐나다 및 미국, 캐나다 영토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사고 및 비용에 대한 미국, 캐나다 및 미국, 

캐나다 영토 또는 재산 거주자의 청구는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의 의무는? 

- 보험 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 당사의 질문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기 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사 지원 번호인 +44 (0) 20 8050 

1991 로 전화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당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 본 보험 계약의 약관, 조항,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장 여부 

및 청구에 따른 급부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장래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제휴 Dive Assist Trade Member Center 를 통해 전액 결제 가능합니다. 

  

 

보장 시작 및 종료 시기는? 

보험에 따른 보장은 보험 계약 부속명세서에 명시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 가입자 부속명세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보험 계약을 취소하려면? 

보험 가입자에 의한 보험 가입 취소는 보험 보장 개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관리자에게 

통지하면 보험료 전액 환불을 받게 되며, 보험 가입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스페인에서 환불을 받으시려면 해당 보험 상품을 모집한 Juan Antonio Loredo 에게 이하의 주소로 

연락해주십시오. 

Consultores Segursub SL 
Av. Comte de Sallent, 29. Entresuelo D. 
ES-07003 Palma de Mallorca (Islas Baleares) ESPANA 

다른 지역에서는 Administrator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에게 이하의 주소로 연락해주십시오.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17-23 Rectory Grove, Leigh-on-sea, Essex, SS9 2HA, UK 

전화: 44+ (0) 1702 476 902 

이메일: sales@divemasterinsurance.com 

법정 숙려기간인 14 일이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보유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환불받을 권리는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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