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진술서 

지난 5년동안 귀하의 스쿠바 다이빙 활동과 관련하여 지명된 피보험자가 책임 보험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자세한 내용 

적어 주세요) 

청구를 할 만 하지만, 아직 보험회사 측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보험 적용 요건 
저는 아래의보험 구매를 원합니다 (커버는 2023년 9월 30일에 만료); 

종합 책임 보험 

강사 

다이브마스터 / 보조 강사 

다이빙 상해& 후송 보험 

호주가 주된 활동지 

AUD 225 

AUD 202 

호주 외 국가가 주된 활동지 

AUD 211 

옵션 A 

옵션 B 

옵션 C 

AUD 140 

AUD 107 

AUD 83 

AUD 48 

소계 AUD   

소계 AUD   

총계 AUD   

즉각적인 보험 커버가 필요하고, PADI 교습/활동 상태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으로 가십시오: 

www.padiinsurance.com.au 

 
 

2022/2023 PADI 프로 멤버를 위한 종합 책임 보험 

  보험은 2023년 3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PADI 멤버 번호:  

이름:   

성:   

우편 주소:    

도시: 주/도:  

국가: 우편번호:  

전화: (  ) 휴대폰:  

팩스: 이메일:   
 

귀하의 우편주소가 귀하의 주된 활동하는 국가와 다르다면, 활동하는 국가를 알려주세요:   

 

호주에서 활동 한다면, 활동하고 있는 주를 알려주세요:   
 

이해 당사자들 
귀하의 보험 증서에 이해 당사자들을 기재하고자 한다면, 아래에 성명을 적어 주세요: 

주의: 이해 당사자들은 카운슬, 부동산 소유자 또는 지역 당국이며 개인은 아닙니다. 

 

 

청구 진술서 

지난 5년동안 귀하의 스쿠바 다이빙 활동과 관련하여 지명된 피보험자가 책임 보험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라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청구를 할 만 하지만, 아직 보험회사 측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라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커버 효력 발생 또는 갱신 

보험 효력 발생 또는 갱신하려면, www.padiinsurance.com.au 방문하거나, 작성된 신청서를 결제 정보와 함께 다음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padi@vinsurancegroup.com 팩스: +61 2 8599 8661 우편: V-Insurance Group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Level 25 Angel Place, 

팩스 전송 확인서를 123 Pitt Street 

반드시 보관하세요. SYDNEY NSW 2000 

중요: 작성하고 서명된 신청서와 올바른 보험료를 V-Insurance Group이 받게 될 경우에만 보험커버가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보험 증서와 보험 정책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보험 신청 

http://www.padiinsurance.com.au/
http://www.padiinsurance.com.au/
mailto:padi@vinsurancegroup.com


보험 기간 

V-Insurance Group이 2023년 03월 31일 이전에 귀하의 보험 신청서를 받고 승인하게 되면, 귀하의 보험 커버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커버는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PADI 교습 / 활동 상태 

다음 국가의 PADI 아시아 태평양 멤버쉽 요건은 멤버들이 전문인 책임 보험을 들도록 규정합니다: 호주,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뉴 칼레도니아. V-Insurance와 

PADI는 모든 PADI 멤버들이 그들의 활동 국가에 관계없이 보험에 들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PADI 전문 종합 책임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들었다면, 귀하의 보험 

증서를 PADI Asia Pacific에 제공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설명서 

PADI 다이빙 상해 & 구조 보험은 DUAL Australia PTY Ltd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 번호 No. 280193) 입니다. 이것은 Chase Underwriting Pty Ltd (ABN 50 156 554 808, AFSL 

454344) via certain underwriters at Lloyd's of London를 대표하여 DUAL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PADI 다이빙 상해 & 구조 

보험 상품 공개서를 www.padiinsurance.com.au에서 읽고 고려한 후 이보험 상품에 대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 책임 보험은 Certain Underwriters at Lloyd’s of London가 발급하며 저희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PADI는 이 신청서에 나온 보험 상품을 승인한다고 해서, 전문 보험 중개인이거나, 그렇다고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 가이드 

V-Insurance Group Financial Services Guide (FSG)에는 저희 보험회사와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FSG의 사본은 V-Insurance Group에 

연락하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padiinsurance.com.au에 연락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14일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않는 한 취소 불가/환불 불가한 보험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미래의 배상 책임에 대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진술서 

저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Federal Privacy Act 및 National Privacy Principles (NPP’s)을 준수합니다. 저희는 저희 서비스와 

관련없는 어떠한 목적에도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 업무의 기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저희 개인 정보 정책 자료는 

요청시 제공됩니다. 

공개 의무 

다음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사항, 

 일반적인 지식 사항, 

 보험회사가 업무상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또는 

 보험회사가 알고 싶지 않다고 밝힌 내용 

관련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 거부 

 청구 지불액이나 배상액 감소, 보험 취소, 또는 

 일부 경우, 여러분의 보험 자체의 존재 여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의 의무는 이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지불 방법 

 

 

 

 

 

 

 

 

선언 

저는 이 신청서에 담긴 정보가 사실이고 올바르며 기타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지 않다고 확인 합니다. 

성명: 날짜  

서명:   

귀하의 신청서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된다면, 작성 완료를 위해 다시 귀하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연락처 
전화 +61 2 8599 8660 또는 1300 945 547 (호주내에서만 무료) 

팩스 padi@vinsurancegroup.com 

웹 www.padiinsurance.com.au 

❑ 올바른 성명,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 귀하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 이해 당사자들을 올바르게 기재하십시오. 

❑ 보험료 금액을 호주 달러로 발급된 수표를 

동봉하거나, 신용카드 내역을 적어 

주십시오. 

❑ V-Insurance Group으로 우편 또는 팩스 

(팩스로 보내는 경우 중복해서 우편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 개인 정보 진술서를 반드시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V-Insurance Group, ABN: 67 160 126 509 AR No: 432898, 은 is 

Willis Australia Limited ABN: 90 000 321, AFSL No: 240600 의 

승인된 대표회사입니다. 

 
 
 

Level 25, Angel Place 
123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체크리스트 

수표로 지불 

수표 금액 AUD  
(이전 페이지의 계산에 의거) 

수표는 반드시 호주 은행에서 호주 달러로 

V-Insurance Group 앞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수표와 작성된 신청서를 위에 나온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이체로 지불 (TT) 

V-Insurance Group의 은행 계좌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padiinsurance.com.a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험은 보험료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호주 외 국가에서 발생되는 
지역세/수수료의 지불은 신청인의 
책임이며, 보험료 외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 

마스타카드 비자 아멕스 

수수료 (이전 페이지에 나온대로): AUD  

카드 번호: 만기일:   

CVV 번호:  비자, 마스타카드 및 다이너스 카드의 

서명란에 있는 마지막 3자리수. 아멕스 카드의 경우, 4자리수 CVV는 카드 앞에 나온 카드 번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드소지자 성명: 

승인된 서명: 날짜:  

http://www.padiinsurance.com.au에서/
http://www.padiinsurance.com.au에/
mailto:padi@vinsurancegroup.com
http://www.padiinsurance.com.au/
http://www.padiinsurance.com.au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