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보험 서비스 정보 
DiveAssist 연간 프로 다이버 책임 

  

 이것은 정책 약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지만 전체 내용은 정책 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그 견본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아래 표시된 주소로 요
청 시 제공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추가 표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의했다. 
증권의 보험 보장은 증권 일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보장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 일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Compensa Vienna Insurance Group" ADB 라트비아 지점에서 인수합니다. Vienibas gatve 87H, 리가, 라트비아, LV-1004. 마스터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멤
버십 보험 혜택: SM1328/CPD0621 
  

커버의 주요 기능 및 이점 

▪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 프리 다이빙,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 강사가 공인된 동굴 다이빙 협회 표준을 가르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동굴 다이빙이 
보장됩니다. 

▪ 수중 과학 및 고고학 프로젝트 참여 (감독하는 다이빙 계약자에 대한 책임 제외).) 

▪ 이 보험에 가입된 회원은 일반 대중, 고객 또는 학생 또는 다이빙 친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보호
합니다. 

▪ 형사 방어 비용이 포함됩니다. 

▪ 수중 영화 및 미디어 프로젝트 참여 

▪ 이 보험에 가입된 회원은 고객이나 학생에게 다이빙 장비를 제공한 결과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
생하는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 이 보험 가입 회원 보장은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귀하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본인에게까지 적용됩
니다. 교장은 호텔, 학교, 여행사, 지역 당국 또는 고객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반 대중, 고객 또는 학생 또는 다이빙 친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보호합니다. 

형사 방어 비용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고객이나 학생에게 다이빙 장비를 제공한 결과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이 보험 보장은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귀하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교장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교장은 호텔, 학교, 여행사, 지역 당국 또는 고객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관할:  전 세계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북미 및 캐나다는 제외됩니다. 
영 토  제 한 :  전 세계적으로 영토 제한이 있지만 북미 및 캐나다는 제외됩니다. 

이 보험에 적용되는 중요하거나 비정상적인 조항 및 예외 

이 정책은 항상 특정 조항 및 예외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를 제외하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료로 제공
되는 조언, 설계 또는 계획 ● AIDS 및 질병 ●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석면 ● 폭행 및 구타 및 남용 ● 소유권 또는 사용 다이버 추진 차량 이외의 기계 추
진 차량 ● 북미에서 제기되었거나 북미 관할권에 속하는 청구 ● 상업 다이빙 ● 선박의 건설, 수리 또는 설치 작업 ● 직원 사고 ● 고용 분쟁 ● 곰팡이, 곰팡이, 포자 ● 
레지오넬라균 ● 명예 훼손 및 중상 모략 ● 열 사용 ● 아쿠아룽과 함께 사용할 때 창총 사용 ● 피보험자의 인증 협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한 솔로 다이빙 ● 판매된 제
품 또는 상품 ● 전쟁 또는 테러. 
이것은 이 정책에 적용되는 제외 및 조항의 전체 목록이 아니며, 이 정책에 적용될 모든 제외 및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 다이버 배상 책임 보험 정책 문구를 참
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



귀하는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임박한 조사, 치명적인 사고 조사, 기소 또는 신체 상해 혐의를 포함하는 기타 법적 소송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30( 30) 어떤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된 날. 

피보험자는 서면 또는 합의된 전자 매체를 통해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a) 임박한 조사, 치명적인 사고 조사, 기소 또는 신체 상해 혐의를 포함하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b)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러나 어떤 경우에도 삼십(30)일 이내에; 
c)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고, 사건 또는 이 피보험자에 따라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체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전
체 세부 사항을 실제로 알게 된 후 삼십(30)일 이내에 회원 정책. 

험사에 대한 통지는 부칙에 명시된 청구 통지 주소로 해야 하지만, 이것이 부칙에 등록된 주소에서 보험사에 불가능하거나 실제적
인 경우입니다. 

 PDDA0921  
취소할 권리 

보험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의 냉각 기간을 부여하거나 계약 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계약 약관을 수령한 날부터 제공합니다. 보험과 일정이 귀하가 원하는 보호를 제
공하지 못하고 보험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 유효한 보험 청구가 없고 보험이 처음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 기간 내에 보험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
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은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지만 보험자는 위의 해지 조항에 따라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냉각 기간이 끝난 후 취소된 경우 프리미
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불만 
.  
피보험자의 정책 또는 청구에 관한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험 가입자는 불만 사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야 할 일 
보험사는 모든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때로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모든 불만을 진지
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고객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이나 그 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질문
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중개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만족하고 불만을 제기하려는 경우 문제를 다음으로 참조하여 언제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he Compliance Officer   
Compensa Vienna Insurance Group   
ADB Latvia branch   
Aspazijas bulvaris   
20, Riga, Latvia   
LV-1050T   
  
불만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Ombudsman of the Association of Latvian Insurers   
Lomonosova iela 9-10, Riga, LV-1019   
E-mail: office@laa.lv   
Website: www.laa.lv   
Local phone number: (+371) 6736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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