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DI 아시아 퍼시픽 보험 

2016 / 2017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보험  

및 

PADI 다이브 부상과 후송 보험 

 

지난 3 년동안 

보험 비용은 

인상되지 않았음 

다이버 부상 

보험의 혜택은 

현저하게 

증가되었음 



소개 

V보험 그룹은 특별히 PADI 아시아 퍼시픽 멤버들을 위해 다음의 

스쿠버 다이빙 관련 보험 상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 

■ 다이버 부상 및 후송 보험 
 

V-보험 그룹은 누구인가? 

V-보험 그룹 회사는 스포츠와 레져, 레크레이션 산업계를 위한 

보험 브로킹 서비스를 더욱 잘 제공하기 위해 윌리스  

오스트렐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V보험 그룹은 

윌리스의 법인 승인 대리 회사입니다.  

 

매니징 디렉터인 롭 베일의 지도 하에 이 새로운 윌리스 스포츠 

포트 폴리오 구조가 이 승인 대리 회사로 중심지가 된 것은 윌리스 

스포츠, 레져, 레크레이션 고객들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V-보험그룹은 윌리스의 라이센스 하에 큰 기업 

회사의 혜택과 작은 개인 회사의 유연성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V-보험 그룹은 스포츠와 레져, 레크레이션 분야의 모든 윌리스 

오스트렐리아 고객들을 위한 보험을 관리합니다.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은 다음의 것들을 보장합니다; 

a.  공공 및 상품 책임 

b.  프로페셔널 배상책임 

c.  형사상 소송, 검시관의 검시와 작업장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방어 비용 

d.  법정 책임 ( 금과 과료) 

e.  위기와 미디어 관리 

WILLIS는 누구인가? 

윌리스는 전 세계 120 개 국가에 400 개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중개 회사 중 하나로, 호주에서는 50 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윌리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willis.com 

으로 접속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누구? 

지명된 현 PADI 아시아 퍼시픽 강사들, 보조강사들, 다이브마스터들 
 

주요 참고사항 
다음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모든 멤버들은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멤버십 조건으로 현 통합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호주      ■ 프렌치 폴리네시아 

■ 피지          ■ 뉴 칼레도니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PADI 멤버들이 통합 

배상 책임 험을 구입할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즉각적인 보장을 희망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padiinsurance.com.au 
 
 
 
 
 
 
 
 
 
 
 
 
 
 
 
 
 
 
이 브로셔는 보험 그룹 윌리스 오스트렐리아사의 법인 승인 대리회사가 PADI 아시아 퍼시픽의 리조트 및 소매상 협회 
V-멤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본사 : 
Level 28 Angel Place 
123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BN: 67 160 126 509 
AFS Licence No.: 240600 

전화 :                         1300 945 547 (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 ) 
전화 :                         (+61 2) 8599 8660 
팩스 :                         (+61 2) 8599 8661 
웹사이트                padi@vinsurancegroup.com 
이메일               www.padiinsurance.com.au

http://www.willis.com/
http://www.padiinsurance.com.au/
http://www.padiinsurance.com.au/
http://www.padiinsurance.com.au/
http://www.padiinsurance.com.au/


무엇이 보장될까요? 

보장된 활동들 

보장되는 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교실과 수중 학습 활동에 기준된 

활동과 모듈과 응급 처치 훈련과 자격증, 인정 에이전시에 의한 

기준의 결정과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의 훈련, 강습, 관찰, 

통제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들은 스노클링, 스킨 다이빙, 수영, 레크 레이셔널 수면 공기 

공급 에어, 장비 서비스, 장비 렌탈, 장비 수리 및 관련 상품 판매,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사람들 운반, 버드 와칭,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 가이드 투어 정글 또는 숲 속 걷기, 카약킹 / 카누잉, 

스탠드 업 패들보딩, 낚시 프리 다이빙, 수중 사진 촬영 및 비디오, 

고래 관찰, 스쿠버 두 (Scuba Doos), 비치 게임, 산호 리프의 건강 

체크를 위해 자원 봉사 스노클러 및 다이버들이 수집한 데이타 

보고, 일반 공동체 및 비지니스, 정부 기관에 산호 암초 보존 및 

산호 암초 관리 이슈 보고 등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함.  

또한 12 미터 미만의 해양 선체와 승객 책임 보험도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용 (예:비즈니스적 사용이 아닌) 에서 유출되는 해양 

선체 책임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a) 공공 및 상품 

이 섹션은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재산 손해 또 는 

신체 부상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인의 소홀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호를 제공하나 (다이빙 기어를 빌려주는 도중 또는 장비 

서비스 도중 및/또는 공기 충전 도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프로페셔널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섹션 b 를 참고). 

배상책임 한도액 

공공 책임 한도액  
한 지급 청구에 호주달러 $10,000,000* 

상품 책임 한도액 
보험 기간 동안 한 지급청구 당 총액 호주달러 $10,000,000* 

* 위의 책임 한도액은 미국과 캐나다의 법규에 적용되는 한, 총 

보험 기간 동안 제출된 지급 청구 신청들과 액션들 총액, 또는 

하나의 지급 청구 총액에 대해 총 미화 5,000,000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책임 한도액을 원하시면 V-보험 그룹에 연락해 주십시오. 

법정 비용과 경비 
책임 한도액에 추가적으로 지불됩니다. 

 

b) 프로페셔널 배상책임 

이 섹션은 피보험인이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 활동과 관련되어 

또는 관련된 것으로 가정된 경우 제삼자에게 부상 또는 재산 

손상을 초래한 실수 또는 부정확한 충고로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제공합니다. 
 

배상책임 한도액 

프로페셔널 
보험 기간 동안 한 지급청구에 총액으로 호주달러 $5,000,000 

기타 혜택들; 

■ 보험은 당신이 결여된 모든 스쿠버 다이빙 활동들을 커버하고 

PADI를 통해 이루어진 코스 강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PADI 정책은 SSI, NAUI 및 기타 인정된 자격 발급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코스 강습들에도 적용됩니다. 

■ 엔리치드 에어 또는 테크니컬 다이빙 역시 제외가 없음 

■ 강습 활동을 멈춘 후 자동 잔존 책임 보험이 포함되어 보장을 

제공. 

■ 더 높은 자격을 얻은 후에도 보험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음. 

■ 수면 공기 공급 에어, 스쿠버두스 (scubadoos), 시워커 (sea 

walker) 나 유사한 활동 역시 커버. 

■ 부상의 정의는 병, 질병, 장애, 쇼크, 공포,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부상, 성폭행, 성희롱, 성 추행 또는 강간의 누명,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부당 유치 및 부당 기소, 명예 훼손, 중상, 비방에의 커버를 

포함하는 것에까지 확장됩니다. 

 

c)  형사 소송, 검시관의 검시 및 직장 건강 및 안전 법정 방어 

비용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제기된 법정 경비 및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형사상 고소를 방어 

■ 피보험인에 대한 형사 방어를 위한 진정 소송 

■ 검시관의 검시 또는 조사 

■ 왕립 위원회 또는 정부 조사 

■ 모든 주, 영역, 국가에서 발생한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 또는 

유사한 입법 하에 취해진 법적 절차 

 

배상책임 한도액 

형사 소송, 검시관의 검시 및 직장 건강 및 안전 법정 방어 

비용 
한 지급 청구에 호주달러 $500,000 

본인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은? 
재산 손해의 경우 250 달러, 신체 부상 지급 청구의 경우 0 달러 

 

지급 청구 통지 (모든 섹션에 적용됨) 

당신에 대항하여 지급 청구가 제기되었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PADI 아시아 퍼시픽 

및/또는 V보험 그룹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함은 요구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당신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이나 경비를 합의 보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 (모든 섹션에 적용됨) 
다음 사항들은 PADI 통합 배상 책임 정책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전 정책 하에 이전에 알려진 지급 청구 

■ 이 새로운 보험 적용 시작 이전의 당신에 대한 지급 청구 

■ 프로페셔널 책임 신청 시 또는 이전 신청에 알게 된 지급 

청구와 사정 

■ 길이 12 미터를 초과하는 해양 선박. 12 미 터 미만의 선박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PADI 보험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 

참고: 이 지급 청구와 사정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전 보험 

회사에 의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 법정 책임 (벌금과 형벌) 
이 섹션은 스쿠버 다이빙 관련 활동들에 연관되어 실행된 또는 

그렇게 주장된 부당한 불이행으로 초래된 직업 건강과 안전 

벌금과 형벌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배상 책임 한도액 

법정 책임 (벌금과 형벌) 
한 지급 청구에 호주 달러 $1,000,000 
 

e) 위기/미디어 관리 
이 혜택은 사망 또는 영구적 불구가 초래된 경우, 카운셀링 또는 

미디어 관리를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지불 가능합니다. 
 

한도액 
보험 기간 동안 한 지급 청구에 총액으로 호주 달러 $200,000 



PADI 프로 통합 배상책임 정책의 

보상에 관한 정보 

지급 청구, 소송 또는 사고 (모든 섹션들) 

지급 청구 (정의된 대로) 는 이 정책이 적용되기 위해서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곧바로 PADI 아시아 퍼시픽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적용되려면 보험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재산 손해 지급 청구의 경우 250 불 본인 부담. 신체 부상의 

경우는 0 불 적용. 

 

이 정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갱신한 모든 PADI 아시아 퍼시픽 멤버. 

 

지형적 제한 사항 
전 세계 

 

영역적 제한 사항 

이 정책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청구가 법정에 제기된 경우 

커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 

* 위의 면책 조항은 미국/캐나다에서 임시적으로 가르치거나 교육할 

의도를 PADI 아시아 퍼시픽 또는 V-험 그룹에 보고한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아두십시오. 
 
 

보험 회사 

리버티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터스 – 오스트렐리아 
Liberty International Underwriters Australia ABN: 61 

086 083 605 

Level 27, Gateway 

1 Macquarie Place 

SYDNEY NSW 2000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즉각적인 보장을 신청하려면 웹사이트 www.padiinsurance.com.au 

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V-보험 

그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멤버를 위한 PADI 다이브 부상 및 후송 보험 
개인 부상 및 후송 보험은 멤버들에게 준비된 옵션인 보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보상액에 따라 3 가지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정책 혜택                                                                     옵션 A                    옵션 B                  옵션 C 

사망 및 현금 혜택 $50,000 $ 10,000 $ 10,000 

전신 마비 및 하반신 마비 $50,000 $ 20,000 $ 20,000 

거주국 외 부상시 의료 비용 
 

$100,000 $100,000 $100,000 

거주국 내 부상시 의료 비용 
 

$5,000 $5,000 $5,000 

응급 후송/본국송환 $250,000 $150,000 $150,000 

감압 비용 

 

$150,000 $150,000 $50,000 

*추가적인 숙박 비용 – 하루에 최대 $300/  $5,000 Nil cover Nil cover 

*다이빙 휴가 취소($300 자비 부담) $5,000 Nil cover Nil cover 

*다이빙 휴가 중단($300 자비 부담) $5,000 Nil cover Nil cover 

*추가적인 운송 $4,000 Nil cover Nil cover 

수입 상실 (14 일 초과, 52 주 혜택 기간) $ 500 매주 당 Nil cover Nil cover 

보험 비용 $200 $154 $89 
 

* 새로운 혜택 

위의 금액은 호주 달러 (AUD$) 임.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당한 부상들에도 적용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활동에는 조직된 스노클링, 스킨 다이빙, 

레크레이셔널 수면 공급된 공기 및 수영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지형적 조건 

전세계 

보험회사 

DUAL Australia Pty Ltd for and on behalf of Lloyds of London 

ABN: 16 107 553 257 

AFSL: 280193 

Level 4, 332 Kent Street 

SYDNEY NSW 2000

http://www.padiinsurance.com.au/


자주 묻는 질문들 

전반적 내용 
이 정책은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 정책은 연간 정책으로 2016 년 9 월 30 일 또는 여러분이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V-보험 그룹으로 송부하고 지불이 완성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보험료 
지불이 안된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언제 만료됩니까? 

보장은 정책 개시일에 관계없이 2017 년 9 월 30 일에 만료됩니다. 

신용카드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행하게도 전화 상으로는 보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와 준수 사항은 서면으로 또는 특정 조건들을 온라인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V-보험 그룹 
서비스 팀에 을 해 주십시오; 
■ 호 주 국외에서 전화할 때는 +61 2 8599 8660 
■ 호주 국내에서 전화할 때는 1300 945 547 

보험이 확정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온라인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후 여러분은 보험 증명서를 
보거나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증명서는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질 것입니다. 종이 신청서를 
송부한 멤버들 역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이메일로 보험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험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V-보험 그룹에 
보험금 지불이 완료되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나는 어디에서 활동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정책은 
내가 전 세계 어디서 활동해도 커버되나요? 

예. 보험 가입을 할 때 PADI 아시아 퍼시픽 멤버이라면. 

나는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자동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내 보험도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 회사, 또는 정책의 구조가 변경될 경우, 우리는 
당신이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알릴 
기회가 필요합니다. 

통합 배상 책임 보험 
나는 아주 최근에 PADI 아시아 퍼시픽 멤버가 되었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나는 V-보험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멤버들, 또는 아주 최근에 타 지역에서 멤버십을 이전한 
멤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보험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V-보험 그룹에다 연락 주십시오.  

나의 멤버십 상태가 다이브마스터에서 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보험 정책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당신의 멤버십 상태가 바뀌게 되면 PADI 아시아 퍼시픽은 
자동적으로 V-보험에 연락을 합니다. 보험 커버리지는 변함이 
없고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용도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멤버십 
상태를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이 다른 훈련 기관을 통한 강습과 
활동 역시 보장합니까? 

예, 여러분은 PADI 아시아 퍼시픽 멤버십과 같은 자격 레벨 활동에 
보장을 받습니다. 

엔리치드 에어 역시 보장되나요? 

그렇습니다. 엔리치드 에어에 예외는 없습니다. 

정책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됩니까? 
아닙니다. 보험료는 환불 불가/취소 불가입니다. 정책은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법정 책임 소송이 제기될 때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산업 다이빙 활동 역시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산업 다이빙은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프로페셔널 다이빙 활동을 그만두거나 은퇴한 후에 도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이 보장됩니까? 

그렇습니다.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은 여러분이 
프로페셔널 다이빙 활동을 멈추거나 은퇴한 경우에도 자동 잔존 
책임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잔존 책임 보험은 PADI 시책이 
유효하고 연장이 되는 한 계속됩니다. 

고용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경우 다이브 스토어 또는 차터 보트 
소유자를 보험 정책에 올릴 수 있나요? 

예. 다이브 스토어나 차터 보트는 그들의 각각의 권리와 관심 
분야를 정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브 스토어나 차터 
보트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여러분의 정책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삼자를 정책에 포함시키기 원하는 
경우에는 V-보험 그룹에 연락 (padi@vinsurancegroup.com) 해 
주십시오.  
 
내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이 위탁 다이브를 실시할 때 역시 
보장합니까? 

예. 학생 다이버가 아카데믹과 제한수역 훈련을 다른 강사 또는 
다른 자격 발급 에이전시와 마치고 개방 수역 훈련을 하는 경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보험회사에 2016 년에 만료되는 프로페셔널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습자격을 얻기 위해 
이것이 적합합니까? 

예. 여러분의 정책을 PADI 에 제공하는 것은 최소 PADI 조건을 
충족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PADI 아시아 퍼시픽에 보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 보험 정책은 서프 훈련과 같은 다른 활동에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정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책을 연장하기 전에 이에 대해 당신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또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에 결부되었거나 소송이 제기될 상황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PADI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V-보험 
그룹의 24 시간 응급 지원 라인 +61 2 9285 4111 또는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 전화인 1300 945 547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이브 부상 및 후송 보험 
보험 회사는 누구인가요? 

PADI 다이빙 부상 및 후송 보험은 로이드에서 특정 보험 업자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바인딩 기관의 
협정에 따라 행동하는 DUAL Australia Pty. Ltd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 번호. 280193) 에 의해 발급됩니다. 이 보험 상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www.padiinsurance.com.au 에 준비된 PADI 
다이빙 부상 및 후송 보험 제품의 공개 진술서에 관한 정보를 읽고 
고려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 보험은 내가 레크레이셔널 스쿠버 다이버로서 일하는 동안에도 

보장을 해 주나요? 

예. 

이 보험은 일하지 않을 때 레크레이셔널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보장을 해 주나요? 

예. 이 보험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레크레이셔널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커버합니다. 산업 
다이빙 활동들은 이 정책 안에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 다이브 부상 및 후송 정책은 긴급 후송과 본국 송환 비용도 
커버합니까? 

예. 한도액은 호주 달러 15 만불 까지 입니다. 

어떻게 보험금 지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정책을 위해 성공적으로 신청서 작성 완성/제출하시면 지불 
청구하는 법에 관한 서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mailto:padi@vinsurancegroup.com


고지의무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것 중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 있는 

사항이란 당신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관련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신은 보장이 발급되기 전에, 

갱신, 연장, 보험 정책을 변경하거나 복귀시키기 전에 보험 회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것들을 보험회사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기를 감소할 것 

■ 상식적인 것 

■  보험 회사가 이미 알고 있거나 비즈니스상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 또는 

■  보험 회사가 알기 원치 않는 것 

 

보험 회사에게 관련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 지급 청부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감소, 당신의 정책 취소 또는 

■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의 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선언 
우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발표하고 다루는 기준이 되는 연방 정부의 사생활 보호법과 그 국가 사생활 원칙에 보장을 

받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당신이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정책은 요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취소 
이것은 14 일의 계약 취소 보증 기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환불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로 미래에 법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주요 참고 사항 

■ 이 브로셔에 기록된 정보는 정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V보험 그룹에 연락하시면 정책의 조건과 제약 사항 전편을 얻을 수 있습 

니다. 

■  PADI 프로 통합 배상 책임 정책의 보험과 다이브 부상 보험료는 신청 양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적용되는 

곳에서는 인지세와 세금 및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정책은 2016 년 9 월 30 일에 개시되어 2017 년 9 월 30 일에 만료됩니다. 

■  PADI 아시아 퍼시픽은 이 브로셔에 나타난 상품에 포함됨으로 인가 받은 보험 중개인이 아니며 자신을 보험 중개인으로 대표 

하지 않습니다. 

■  PADI 프로 통합 배상책임 정책은 리버티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터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가이드 
V-보험 그룹 금융 서비스 가이드 (FSG) 는 저희 회사와 당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FSG 의 복사본을 

원하시면 V-보험 그룹에 연락하거나 또는 저희 웹사이트인 www.padiinsurance.com.au 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 상품들 

다음은 특별히 PADI 멤버들을 위해 마련된 보험 정책들로, 다음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보험료를 알기 원하면 V보험 그룹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정책들은 국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PADI 보트 보험 

■ PADI 비즈니스 보험 

■ 고객 및 학생을 위한 PADI 다이브 센터의 부상 및 후송 보험 

■ PADI PRRA 디렉터와 매니저들 책임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