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브세이프(DiveSafe)
다이빙 사고 보험
보장 범위 설명서
KO/GBGDSROW4/April 2018
(이 안내문은 영어로 작성된 보험 원문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문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모든 분쟁 및 청구 절차에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머리말
이것은 다이브어슈어 회원에게만 단체로 제공되는 다이빙 관련 개인 사고 및 응급의료비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귀하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상해를 입을 경우 아래와 같은 약관 및 보험의 보상 한계에 따라
지불하거나 배상해 줄 것입니다.

보상표– 미국 달러화
보상 범위

다이브세이프(DiveSafe)

응급 의료비

무제한

후송/송환

무제한

사고 사망과 장애

10,000

유해 송환

5,000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3,000

여행 지원(Travel Assistance)

가능

다이빙 장비 – 사고 관련

2,000

혼합 기체

해당

재호흡기

해당

동굴 다이빙

해당

아이스 다이빙

해당

*수심 제한

없음

적용 지역

전세계

* 귀하는 모든 다이빙을 (a) 귀하가 인증 받은 수심에 따라야 하며 (b) 다이빙의 종류와 수심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의(밑에
리스트 제공)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이빙의 종류에 따라 귀하의 인증 기관이 정해 놓은 수심과
체류 시간을 초과하는 다이빙을 절대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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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 의료 보장(Medical Protection)
응급 후송 및 병원 이송, 고압챔버 치료, 테스트,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이거나 또는 보장되는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상해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하고 보험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장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며 보장기간 내에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청구 비용은 상해 시점부터 180 일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180 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보장 금액의 50%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의료서비스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응급 후송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압챔버 치료가 필요한 경우, GBG 어시스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보상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아래의 일반예외조항 #41 를 확인하시오.
응급 후송(Emergency Evacuation)이란:
1.

귀하의 의학적 상태가 상해나 응급질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고압 챔버의 사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 환자의 상태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회복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3.

위 상태 모두 포함.

보장 비용은 귀하의 응급 후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최대 보상 한계에 따른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운송, 의료
서비스와 의료 소모품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후송을 위한 교통편은 가능한 가장 짧고 경제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응급 후송 비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담당 의사가 추천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후송에 대한 표준 규정에서 필요한 경우라야 합니다;

3.

GBGAssist 에 의해 확인되고 사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및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담당 의사가 처방해야 합니다. 운송(Transportation)은 귀하가 응급 후송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육상, 수상, 또는 항공 운송을 의미합니다. 운송은 항공기, 앰뷸런스, 육상 구급차, 전용 차량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다른 사람이 제공해야 하는 운송편이나 이미 계획된 교통 비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급 지원 연락처 GBGASSIST
전화: 1-866-914-5333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
1-905-669-4920 (국제 전화 수신자 부담)
팩스: 1-(949) 271-2330
응급 지원 서비스 외 일반적인 문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의 스트레스를 이해합니다.
응급 지원 서비스는 1 년 365 일, 하루 24 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문가가 귀하를 대신할겁니다.
모든 응급 의료와 후송 또는 여행 단축 상황 등의 모든 경우에 GBGAssist 에 알려주세요.
다이빙 관련 비상 사태 경우에, 전화 교환원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올바른 자원을 확실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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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 – 여행 보호(Travel Protection)

B.1. 여행 티켓
보험사는 귀하가 상해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해 원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입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귀하와 동행자의 추가 여행 티켓을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B.2. 추가 숙박 비용
의사의 서면 지시로 상해 치료를 받기 위해 머물러야 할 경우 보험사는 귀하와 동행자의 숙박을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추가
비용을 하루 최대 $ 125 까지 배상합니다.
B.2 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보상표에 명시된 최대의 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 C – 개인용 다이빙 장비
보험사는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어난 개인 잠수 장비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보상표에 명시된 최대 금액까지 배상합니다. 보험사는 분실시의 실제 현금 가치, 보험사의 결정에 따르는 감가 상각, 또는 수리
및 교체 비용 중 가장 적은 비용을 배상합니다.

파트 D – 사고 사망, 절단과 마비

개인 상해 / 사망 및 영구 전신 장애 / 사고 사망과 신체 절단:
A.

사고, 폭력, 가시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2 개월 내에 발생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지속적인
신체적 상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배상은 사망 또는 장애가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다이빙)에 참가하여
발생한 상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지불됩니다. 참고: 16 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보험금이
$1,000 으로 제한됩니다.

B.

C.

상실 내용 (Loss Description)

보상 한계 비율

사망

100

말하기 능력과 청력 상실

100

말하기 능력과 한 손 상실, 한 발 또는 한쪽 눈의 시력상실

100

청력과 한 손 상실, 한 발 또는 한쪽 눈의 시력상실

100

양 손, 양 발, 시력 상실 또는 한 손, 한 발, 한쪽 눈의 시력 상실 중 두 개의 조합된 상실

100

사지 마비

100

하반신 마비
편 마비

75
50

한 손 상실, 한 발 상실 또는 한쪽 눈의 시력 상실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
사지 중 하나의 마비

50
25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상실

25

예외 사항:
1)

다이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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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 또는 보험사에 의해 지명된 담당자가 귀하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보험사는 신체 사고 상해에 의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의료 또는 외과 치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영구 장애 배상은 사고 당사자가 12 개월 동안 완전히 어떤 직업에도 종사하지 못했고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 지불됩니다.

상실의 정의(Description of Loss): 귀하가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가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명을 잃거나 사지가 절단된 경우
또는 사고 발생 후 365 일 내에 시력, 언어, 청력 등을 완전히 또는 복구 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면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지불합니다:
손이나 발의 "상실"은 전체 절단 손목 또는 발목 관절 이상의 절단을 의미합니다. 시력의 "상실"은 눈의 완전한 시력 손상과 회복
할 수 없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청력의 "상실"은 귀에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의 완전한 손상 및 복구 할 수 없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말하기 능력의 "상실"은 말할 수 있는 기능의 완전한 손상 및 복구 할 수 없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의
상실은 두 손가락의 중수지 관절 이상의 전체 절단을 의미합니다.
"사지 마비(Quadriplegia)"는 두 팔과 다리 모두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비를 의미합니다.
"하반신 마비(Paraplegia)"는 두 다리 모두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비를 의미합니다.
"편 마비(Hemiplegia)"는 몸의 같은 쪽 팔과 다리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비를 의미합니다.
"사지 중 하나의 마비(Uniplegia)"는 팔 또는 다리 하나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비를 의미합니다.
"사지(Limb)"는 팔 또는 다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하나 이상의 마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장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종(Disappearance): 보험사는 귀하가 타고 있던 운송 수단의 강제 착륙,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하여 실종된 뒤, 1 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사지 절단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비용에 한 건에 대해서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파트 E – 유해 송환
이 보험에는 유해 송환 또는 현지 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적인 이유,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제사, 성직자, 꽃,
음악, 공지 사항, 참석자 비용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인적인 매장 선호에 따르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모든 송환 혜택은 GBG Assist 에 의해 조정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트 F - 제 3 자(민사)책임(Third Party (Civil) Liability)
보험사는 귀하가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신체적 부상에 대해 법적으로 제
3 자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모든 비용을 보상표에 기재된 관련 항목의 보상 한계까지 귀하에게 배상합니다.
귀하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방어 비용이 보상 한계 내에서 포함됩니다.
제 3 자(민사) 책임 보장에 대한 보증
귀하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귀하의 인증기관에서 내려진 안전 다이빙을 위한 지침과 권고에 따라
행해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어야 하며 다이빙 활동 중 귀하가 사용한 장비가 다이빙 규정에 받아들여질 만큼 잘 관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모든 사고에서 $250 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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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민사) 책임 보장의 예외사항
보험사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작살총의 사용



귀하의 보호, 관할 또는 통제에 있던 다른 이의 모든 재산 또는 상품



귀하에 의해 팔린 모든 상품 또는 제품



귀하에 의한 모든 부지 사용 또는 점거



귀하에 의한 차량, 선박, 항공기의 사용 또는 운전



모든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귀하의 고용인의 신체 상해



침투, 침윤 또는 오염



이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고 당시 다른 보험에 의해 보장될 모든 상황

이 보장이 포함된 다이빙 사고 보험 정책의 약관, 조건과 예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정의
"사고"- 특정 시간 및 인식하거나 연구하고 검증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반 운수 사업자”- 여객의 수송을 위해 면허 하에 운영되는 항공 운송을 의미합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보장되는 활동"은 다이빙, 다이빙 교육 또는 스쿠버 강사, 다이브마스터, 수중 사진 작가로서의 다이빙
또는 미국 수중 과학자 학회(American Academy of Underwater Scientists)의 다이빙 안전 지침을 따르며 후원을 받는 연구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이빙은 물에 입수하여 출수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이빙은 귀하의 보험이 유효한 시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스노클링
또는 스쿠버 다이빙이 금지되지 않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귀하는 개인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압 질환" 은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한 감압병(DCS) 또는 동맥 공기 색전증(AGE)을 의미합니다.
"다이브, 스쿠버 다이빙 또는 다이빙" 이란 개인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여 “레크리에이션”다이빙, 스노클링, 후카(Hookah)
다이빙, 무호흡 프리다이빙(Breath-hold free-diving (APNOEA))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스피어피싱(Spearfishing)을
의미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다이빙 교육 또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 다이브마스터, 수중 사진가 또는 미국 수중 과학자
학회(American Academy of Underwater Scientists)의 다이빙 안전 지침을 따르며 후원을 받는 연구 활동을 포함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인증 기관이 정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다이빙은 물에 입수하여 출수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이빙을 시작할 때는 귀하의 보험이 유효한 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허가된 지역에서만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귀하는 반드시 개인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a)다음에 적혀진 다이빙 인증 기관
중 하나에서 발급되었으며 귀하가 할 다이빙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다이버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b)다이빙 강사의
감독 하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의 유효한 다이빙 강사) 과정을 교육 중에 있으며 강사와 함께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 귀하는 모든 다이빙을 (a) 귀하가 인증 받은 수심에 따라야 하며 (b) 다이빙의 종류와 수심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다음의
목록)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해야 합니다. 귀하는 다이빙의 종류에 따라 귀하의 인증 기관이 정해 놓은 수심과 체류
시간을 초과하는 다이빙을 계획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정되는 단체의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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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다음은 보험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작살총이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



상업 다이빙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직업 다이빙: 스쿠버 강사, 다이브마스터, 수중 사진가 또는 미국 수중 과학자 학회(American
Academy of Underwater Scientists)의 다이빙 안전 지침을 따르며 후원을 받는 연구 활동



다음에 해당되는 테크니컬 다이빙 (50 미터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혼합 기체, 기체 바꾸기, 재호흡기, 침몰선, 동굴,
아이스 다이빙으로 적절한 인증과 교육이 없거나 또는 해당 다이빙의 안전지침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은 다이빙)



보험사의 사전 승인 없는 모든 종류의 경쟁



기록을 깨기 위한 다이빙이나 그런 목적의 훈련

"경제 운임"- 가장 저렴하게 게시된 편도 티켓을 의미합니다.
“응급 질환(Emergency sickness)” 은 의사에 의해 진단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질병이나 질환을 의미합니다: (1)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또는 급성 증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또는 급성 증상 그리고 (3) 보험이 유효하고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중증 또는 급성 증상.
"병원"이란 (a) 다이빙 관련 응급시설로 허가 및 등록된 고압 챔버 및 (b) 다음과 같은 시설: (1) 부상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2) 시설 내에서 진단 및 수술을 할 수 있거나 사전 예약에 의해 할 수 있으며 (3) 등록된 간호사의 24 시간
간호 서비스가 가능하고 (4) 한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감독되는 시설. 해당되지 않는 병원은 (1) 주로 간병 서비스를 받는 시설로
간병, 회복 또는 노인을 위한 시설 (2) 집, 요양원, 노인을 위한 집, 또는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병실, 병동 또는 병원의 일부
별도 시설 (3) 군사적 또는 재향 군인 병원이나 군인 가정 또는 병원으로 군대의 구성원 또는 퇴역군인의 치료를 위해 정부와
계약하여 법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
“상해"란 신체 상해 또는 감압 질환을 의미하며: (1) 보상 청구의 원인이 된 상해가 피보험자의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상해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이 보장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해야 하며 3)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다른 모든 원인과 별개라야 합니다.
“보험사” - Global Benefits Group 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란 다음과 같은 사고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예상되거나 행해진 상해의 진단, 치료 또는 관리에
필수인 의료 서비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행위 기준에 부합하고 (3) 의사의 관리, 감독,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
"개인 다이빙 장비 " – 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귀하의 재산 또는 귀하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압축 또는 산소가 부가된 기체를 사용하는 다이빙 장비



부력 장비



신속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버클



벨트와 웨이트



시간과 수심 측정장비 (커플 당 하나)



탱크의 기체 고갈을 표시하는 경고 장비



개인 잠수 장비는 귀하 또는귀하가 관리하는 후카(HOOKAH) 다이빙 장비를 포함합니다.

“의사(Doctor)” 란 자격이 있는 의료행위 제공자로서 본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귀하의 상태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치료 의사는 귀하 자신, 동행자, 또는 직계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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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기관"- SDI, TDI, SSI, PADI, NAUI, CMAS, BSAC 및 RSTC 등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공인된
다이빙 조직을 의미합니다.
" 동행자"- 귀하와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를 포함하여 최대 4 명)
"일반적인 그리고 관례적인 비용"이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의미한다: (1) 해당 사고 의료 서비스를 위해 소요되고 (2) 지역에서
유사한 치료, 서비스 또는 공급물품을 위한 비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3) 중환자실과 같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용 이외의
병실 및 입원 비용은 병원의 가장 일반적인 다수입원실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4)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귀하/당신/여러분"이란 여기에서 제공되는 보장 프로프램에 필요한 회비와 보험료를 지불한 8 세~75 세 범위의 사람으로
인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이버 자격을 받았거나 인증된 교육기관의 자격 있는 강사의 감독하에 다이버 자격 취득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조건(General Conditions)
1.

모든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90 일 이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이 고려됩니다.

2.

보험은 의료와 후송을 1 차 보험으로 제공합니다.

3.

귀하는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 시점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기로 동의 하며 GBG 가 귀하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잠재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4.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보험을 청구하거나 진술하는 사람이 관련 금액을 허위 또는 사기를 칠 경우 그 시점부터
이 보험은 무효가 되며 보험료는 환불없이 몰수됩니다.

5.

보험사는 이 보험에 의해 지불된 손실, 손해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자체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상비용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6.

귀하는 사고, 상해,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항상 보함에 들지 않은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7.

보험에 명시되지 않은 여행사, 운송 회사 또는 숙박 업체의 파산 / 청산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이 보험은 정책에 따라 최소 8 세부터 최대 75 세 생일 전까지 적용됩니다

9.

이 보험의 보험금 및 보험료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로 표시 될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료가 지불되는 동일한
통화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예외사항(General Exclusions)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1.

건강 상태 및 중요 사항
보험사는 보험이 시작되는 시점 또는 다이빙 이전의 청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보상 청구가 충분히 일어날 거라 예상되는 질병 상태를 인지하거나 그런 상황을 설정하는 것.

b.

귀하 또는 동행자:
i.

이 보험이 유효한 시점에서 12 개월 이전에 시작하거나 예약한 별개의 다이빙,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인정받지 않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적 또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불안이나 우울증 또는 이전에 진단된 정신 장애에 의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iii.

병원이나 요양원의 입원환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대기 명단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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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이빙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로부터 8 주 이내에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v.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행하거나 해외 치료의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vi.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2.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여행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치료받던 기존의, 만성적 또는 재발된 의학적 증상 또는
그 증상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되거나 예상된 경우, 또는 여행 전에 피할 수 있었던 경우로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행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인 상황.
a.

여행을 시작하기 전 2 년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질병 또는

b.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악화된 경우 또는 검사 후 진단이 변경된 경우

c.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처방약, 치료, 식단의 변화로 귀하의 신체 상태를 저하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경우

d.

의사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시한부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행을 선택하여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병이
들거나 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는 경우

3.

자연 치아의 사고에 의한 손상에서, (비록 이물질 포함 된 경우에도) 먹거나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정상적인 마모,
칫솔질, 구강 위생 절차, 외부 충격, 회복 또는 작업 치료, 귀금속의 사용, 치과 교정 치료까지 수술만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병원에서 수행 된 모든 치과 치료 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4.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의도적인 자해, 술이나 약물에 영향을 받은 경우

5.

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닌 후송 비용 또는 후송 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후송 비용

6.

보장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여, 위의 파트 A 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비용. 모든 형태의 치료 또는 수술은 의사와 GBG
어시스트에 의해 여러분의 귀국 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모든 형태의 치료 또는 수술은 의사와 GBG 어시스트에 의해 여러분의 귀국 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온 후 발생한 모든 비용.

9.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10. 보상표에 명시된 초과 금액
11. (허가된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법적으로 규정 된 약물 이외)약물의 오용 또는알콜의 직업적 영향이나 소비에 영향을 받은
질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12. 미네소타에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마취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사우스 다코타에서 약물이나 마취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 다른 모든 주에서, 의사의 권고 없이 약물이나 마취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
13.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는 시도 외에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한 경우
14. 의도적으로 또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의 자해 행위 또는 그 결과
15. 모든 종류의 전쟁 또는 전쟁 행위
16. 모든 군사 작전이나 훈련 참여 (단기적인 또는 정기적인 교육을 위한 경우 제외)
17. 비행기 조종 또는 비행기 조종을 배우거나 항공기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18.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
19. 수중 시합에 프로 자격으로 참여
20.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21. 3500m 또는 11,500feet 이상 탐험과 등산이나 트래킹은 극단적인 스포츠로 간주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이 포함되며 이 산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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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베레스트, K2, 킬리만자로, 남극, 북극, 북극과 그린란드를 탐험하는 것.

22.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겨울 스포츠, 스카이 다이빙, 행글라이딩, 낙하산, 등산, 모든 경주, 번지 점프 또는 속도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23. 면허증 없는 운전자로서 또는 면허증 없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거나 오토바이를 탄 경우,
보험사의 승인 없이 또는 이 보험 정책의 부록에 명시되지 않고 오토바이 투어에 참가한 경우
24. 모든 비 응급 치료 또는 수술, 일상적인 신체 검사, 에이즈, 청각 보조기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25.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도 다이빙한 경우 또는 다이빙 할 자격이 없거나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한
경우
26. 다이빙 강사, 다이브 마스터, 수중 사진 작가, 또는 미국 수중 과학 아카데미(AAUS)의 후원과 지침 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다이버 이외의 직업 다이버로 다이빙 하는 경우
27. 다이빙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다이빙
28. 보장되지 않는 사유로 여행 중단 혹은 지연
29. 오염 물질의 우발적인 섭취로 인한 세균 감염이나 부상의 결과로 화농성 감염을 제외한 질병, 질환 또는 모든 감염
30. 사우스다코타에서 노동자 보상 활동 또는 유사 법률 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되는 모든 경우
다른 모든 주에서 피보험자가 모든 노동자 보상 활동 또는 유사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31.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행
32.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성형 수술이나 교정 수술, 지방이나 다른 잉여
신체 조직의 제거와 같은 치료의 결과, 체중 감소 또는 체중 문제 / 섭식 장애, 심리적 목적의 치료
33. 알코올 중독, 마취, 마약,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모든 중독, 알코올, 마약 또는 기타 중독 물질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상해 또는 질병
34.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임신과 출산, 통상적인 출산을 위한 병원까지의 임산부 이송이나 임신 후 20주 이상 경과 후 실시한
항공여행 그리고 사고의 결과가 아니거나 또는 사고와 연관시키기 복잡한 경우
35. 일상 생활의 변화, 향수병, 피로, 시차나 작업 관련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정신 또는 신경 장애에 대한 치료; 심리
치료사의 비용, 심리학자, 가족 치료사 또는 사별 상담 비용.
36. 모든 종류의 총기 사용(모든 유형의 탄환 발사 장치)
37. 산, 바다, 사막, 정글, 유사한 고립지에서 귀하를 수색하고 구조한 것과 관련된 비용. 바다나 선박으로부터 해변까지
항공/해상 후송 비용 포함.
38. 의료 보상 청구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요금이나 수수료
39. 쿠바 내의 모든 청구: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미국/거주국 귀국시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쿠바를 여행하는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정보. 미국인들은 쿠바로 여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승인과 적절한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0. 보험 정책으 모든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단, 쿠바, 이란, 북한 등의 국가는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됩니다).
41. 키프로스섬에서의 다이빙 사고로 고압챔버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HTTC(Hyperbaric Therapy Treatment Centre)가
제공하거나 HTTC 와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연관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며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키프로스에서의 고압챔버치료는 오직 파랄림니(Paralimni)에 있는 Ammochostos General Hospital 의
고압산소치료부서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 비용만이 인정되고 보장됩니다. 또한, 키프로스에서의 모든 치료는 받기 전에
GBG 어시스트에게 연락하여 고압산소치료법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42. 전쟁 반란과 테러: 보험사에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이온화 방사선 또는 핵 연료에서 발생한 오염 또는 핵 연료의 연소에 의한 또는 방사성 독성 폭발 또는
핵 구성 요소의 폭발에 의한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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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증서안의 조항 이외에 이 보험은 자연재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손실 또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c.

다음 사항들의 책임, 기여, 원인, 결과 또는 발생과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
1.

전쟁, 적대 행위 또는 호전적인 작업(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2.

내전, 소요, 반란

3.

폭동

4.

혁명

5.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의 전복

다음과 같은 예외는 파트 C 의 개인 잠수 장비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손실 또는 파손:
손목 시계의 내부 손상, 또는 손목 시계의 유리 파손, 스트랩과 버클 또는 사진 장비의 손상, 동물, 자동차와 부속 장치, 보트,
트레일러, 모터, 오토바이, 이외의 운송수단 및 그들의 장치(일반 운송 사업자에 의해 확인된 자전거), 가재도구와 가구, 사용중
손상 또는 유실된 스포츠 장비, 골동품과 수집품, 안경, 선글라스 및 콘택트 렌즈, 인공 치아와 치과 브릿지, 보청기, 인공 수족,
열쇠, 돈, 유가 증권 및 문서, 티켓, 신용 카드, 직업적인 또는 산업 장비나 재산, 개인용 컴퓨터.
다음 원인에 인한 모든 손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파손, 마모와 손상, 점진적 악화, 곤충이나 해충, 손상되기 쉬운 물품, 정부의 명령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품,
방사능 오염,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쟁 행위, 차량에 방치 물품의 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 재산 불법 취득 보관, 저장
또는 운반, 폭동 또는 반란, 경솔한 행동이나 빠뜨림, 출발 예정 날짜 이전에 화물로 발송된 재산.

전세계 긴급 지원 서비스
응급 지원: GBGAssist – 하루 24 시간, 주 7 일.
24 시간 긴급 전화 지원 서비스는 DiveAssure 의 회원으로서 귀하가 여행하는 동안 다이빙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움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의료 의료 응급 및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 캐나다 무료 전화 1-866-914-5333, 그 밖의 국가에서는
전세계 어느 곳이라도 수신자부담 1-905-669-4920 을 통하여 GBG Assist 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500 를 초과하는
응급 치료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GBG Assist 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은 하루 24 시간/주 7 일 GBG
Assist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서비스를 통해 귀하는 사전 승인과 병원 입원을 포함합니다.

참고: 거리, 정보 통신 등의 문제로 GBG Assist 의 가용성, 서비스 품질,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획득, 사용, 지불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4 시간 의료 지원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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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GAssist 는 24 시간 전세계 의료 정보 및 지원, 다국어 지원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담을 의사, 병원 및 전문가에게
연결해줍니다.

의료 후송:
GBG Assist 는 피보험자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집으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준비해드립니다.
유해 운구:
여행 중에 사망 한 경우, GBGAssist 는 필요한 준비와 매장 장소까지 유골의 운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
GBGAssist 해당 지역에 긴급 언어 지원을 하거나 위탁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상 청구 절차
청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
의료비: 서비스를 제공한 곳에서 금액, 진단, 치료 등이 수록된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개인 잠수 장비: 커버 분실, 도난, 개인 잠수 장비 손상 (위의 파트 C 를 참조)의 경우, 호텔 / 리조트 매니저, 관광 가이드, 대표 및
지역 경찰에 연락, 보고 발생 및 서면 진술이나 경찰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보험 청구 신청 양식이 필요하거나 청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려면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십시오.
GBG 보험청구 서비스 (GBG CLAIMS SERVICES)
26000 Town Centre Drive, Suite 130
Foothill Ranch, CA 92610 USA
1-866-914-5333 (USA and Canada, toll free)
1-905-669-4920 (Worldwide, collect)
Fax: 1- 949-271-2330
claims@gbg.com

보장 기간
보상은 귀하가 보장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인 보험의 종료일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범위는 대상
활동을 마치고 물에서 출수 시 종료됩니다.

수혜자
피보험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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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EASSURE ASSOCIATION
www.diveassure.com
Phone: (866) 898 0921
Fax: (270) 294 0720
info@diveassure.com

이 보험 약관은:

GBG Insurance Limited
27422 Portola Parkway, Suite 110 • Foothill Ranch, CA 92610 USA
Phone: 949-470-2100 • Fax: 949-470-2110
Email: info@gbg.com • www.gbg.com
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관할
이 보험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할은 유럽연합(EU) 법원에 관리 권한이 있으며, 유럽연합(EU) 법원은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단독 관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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