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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다이빙 사고 보험 내역
보장 / 범위 내역 조건

마스터

프리퍼드

프리퍼드플러스

치료비

아래를 참고하시오

아래를 참고하시오

아래를 참고하시오

치료비

일생 최대 보장 금액

발생 당 최대 미화

발생 당 최대 미화 250,000 달러

감압 질환 (위에 명시된)과

최고 미화

250,000 달러

보험 규정 범위 내의

125,000 달러

감압 질환에 한함

동맥 공기 색전증(AGE)과
감압병(DCS) 을 포함하는
감압 질환(DCI)이 보험규정
범위 내의 다이빙과
일련의 반복된 다이빙 시
발생된 경우의 보장

수중에서 스노클 그리고

다이빙 (일련의 반복된
다이빙 포함) 시 발생된
부상에 대한 보장
비다이빙 사고 시 의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장
다이빙 여행 취소

*최대 미화 10,000 달러, 미화 250 달러
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미화 10,000 달러, 미화 250 달러
공제

다이빙 여행 중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미화 5,000 달러, 미화 250 달러
공제

추가 숙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험 규정 범위 내 상황 시 하루에
최대 미화 200 달러, 총 최대 미화
3,000 달러

추가 교통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최대 미화 2,000 달러

다이빙 장비 분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미화 2,500 달러

사고사와 사지절단

최대 미화 10,000 달러

최대 미화 10,000 달러

최대 미화 15,000 달러

보험 규정 범위 내의
다이빙 시 발생한 사고 시

보장 / 범위 내역 조건

마스터

프리퍼드

프리퍼드 플러스

영구 장애

최대 미화 15,000 달러

최대 미화 15,000 달러

최대 미화 15,000 달러

50 미터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0 미터가 넘는

회원+프리퍼드와 동일

보험 규정 범위 내의

다이빙 시 발생한 사고 시
각 보험 당 최고 수심
수심에 대한 조건

수심에서
다이빙(일련의 반복된

다이빙 포함) 으로부터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에
피보험자는 다이빙 시
적절한 자격증, 기체와
장비를 이용하였음을
입증이 요구 될 것이다

DAN 다이빙 사고 보험을 위한 자격 규정은 여가적 스쿠버 다이버 혹은 스노클러 (여가적 다이빙 활동을 감독 하는 강사,
다이브 마스터를 포함) 만 12 세 이상의 DAN AP 가입 회원이며 특정 연구 다이버와 수중 사진사를 포함 합니다. 강사
지도하의 오픈 워터 코스 학생은 스탠다드 플랜만 가입 가능 합니다. 상업 다이버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위에 언급
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보험 혜택은 현지 법령에 의해 특정 국가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험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국적의 다이버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 국가의 시민이나 영주권자 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국가에 석 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이빙 사고 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80km 응급 후송 제한은 다이빙 사고 보험을 추가한 회원에 대해 면제 됩니다.
위에 명시된 혜택은 최대 미화 100,000 달러의 TravelAssistst 에서 추가로 제공되며 적절한 의료 시설로의 전 세계적 응급
후송 서비스를 포함 합니다.
다이빙 사고 보험은 호주 외 거주자에게는 Accident &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AGI) 에 의해 보장이 제공 되며 AGI
는 이차적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타 보험으로 보상 혜택을 받은 후 나머지의 비용에 한하여 AGI 가
최대 100%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험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탤릭 문체로 되어 있는 보험 용어는 보험 약관에 자세하게 추가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십시오. 파일로 저장을 원하신다면 www.danap.org 에 Membership &
Insurance 란을 참고 혹은 DAN 아시아-태평양(영어 안내 info@danap.org , 한국어 안내 korea@danap.org )로 연락해 사본을
요구 하십시오.
*이 보장은 회원이 DAN 아시아-태평양에 거주지로 등록한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으며
거주지 밖에서 일어난 단기 여행(최대 3 개월)동안 일어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이빙 사고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십시오.
+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피보험자가 다이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