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Assure 다이빙 상해 보험 가입 방법

1. http://www.diveassure.com/new/kr/ 에 접속합니다.

2.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선택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오른쪽의 ‘견적 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각각의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디에서 다이빙 하십니까?: 국내, 해외, 국내와 해외
- 어떤 보장이 필요합니까?: 다이빙, 다이빙과 여행
- 기간: 연간, 단기간



연간 1회의 해외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시는 분은 다이빙과 여행자가 함께 붙어 있는 단수 여행자 보험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외-> 다이빙과 여행 ->단기간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다이빙 보험 7일은 49불, 다이빙-여행자 보험은 79불에서 149불까지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다양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연간 자주 다이빙을 하시는 분은 다이빙 보험만 신청하시면 저렴하고 좋습니다.
국내와 해외-> 다이빙-> 연간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99불과 129불입니다.



해외 투어를 연간 3회 이상 자주 다니시는 분은 복수 여행자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해외-> 다이빙과 여행-> 연간

견적을 맘대로 한번 내어 보시고 비교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만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와 국외 어디든 다이빙을 많이 하신다면 싸고 저렴한 다이
빙 보험을 일단 연간으로 드시고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는 갈 때 마다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다음 페이지에서 거주 정보, 보장 상세, 피보험자 정보들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맨 아랫부분의 REFERRING PARTNER에서 두 번째 ‘국내 다이빙 여행사’ 또는 ‘국제 다이빙 여행 사업’을 선택한
후 빈칸에 소개해 주신 다이브어슈어의 파트너를 입력합니다.
SDITDIERDI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파트너를 선택해 주셔야 소개해 주신 파트너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
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견적’ 클릭!

4.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둘 다 수심제한이 없으니 더 큰 보장금액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GOLD’ 아래 $99
를 확인하시고 ‘GET THIS’ 버튼을 누릅니다.

5. ‘중간 이름’을 제외한 빈칸의 모든 사항들을 입력하고 ‘진행’ 버튼을 누릅니다.
- 이름: 영문 이름 (예: JAE WON)
- 중간 이름: 비워둡니다.
- 성: 영문 성 (예: SUNG)
- 국적: South Korea
- 생년월일: 1973.08.07 (앞 페이지에서 입력한 생년월일이 기본값으로 수정 불가)
- Gender: 성별 (예: Male)
- 보장 범위: Diving Insurance Only (앞 페이지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기본, 수정 불가)
- 주소: 시/도를 제외한 주소 (한글로 입력해도 됩니다.)
- City: 시 (예: 광주시)
- 우편 번호: (예: 464-808)

- 국가: South Korea (앞 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이 기본값으로 수정 불가)
- 전화 번호: (예 010-4525-8360)
- 이메일: 보험 증서를 받을 주소, DiveAssure 홈페이지 로그인 ID로 사용 (예 paul@tdisdi.co.kr)
- 암호: DiveAssure 홈페이지 로그인 암호를 지정하여 입력 (여섯자리 이상의 문자 또는 숫자)
## 이메일은 앞으로 본인의 아이디가 되니 절대로 절대로 중복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중복되었다는 문자가 뜨
면 그 전에 가입한 내력이 있는 것이므로 중복되는 이메일을 로그인 아이디로 입력 후 비밀번호를 찾아 로그인
을 하셔야 합니다.

6. 결제 전 정보 확인 후 ‘CREDIT CARD’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

7.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보험 가입 인증서’를 인쇄하여 지참하여 다
이빙 여행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