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LITE
BUSINESS AC ADEMY

2019년 일정*
2월 26일 (화) ; 서울, 대한민국
*날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PADI 프로
사이트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하고
앞서 나가고
성장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비

PADI 5 스타 다이브 센터 이상 - AUD $179
PADI 다이브 센터 - AUD $229
개인 멤버 - AUD $279
프로모션: 3명의 참가 신청시마다
4번째 참가자는 무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얼리 버드 (조기 신청) 스페셜: 아카데미 세미나
6주전에 등록하시면 교육비에서 20불 (AUD) 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미나수크레딧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면 PADI 멤버
세미나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 PADI 마스터 인스트럭터
(PADI Master Instructor applications)
•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
(PADI Course Director Training Course
application)

2019년에 비즈니스를 가속화 시키세요
2019년, 여러분의 다양한 채널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하기를 원하십니까?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Lite (1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프리젠테이션 토픽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Lite는 올해 강력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물론 비즈니스, 세일즈, 고객 서비스 및 트레이닝 기회의 통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참석자는 다음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 및 내용에 대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
•

웹사이트 (Website)
세일즈 (Sales)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고객 서비스 (Customer Service)

* 비행기 티켓, 숙박과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아카데미
일정동안 생기는 모든 경비는 참가자가 내어야 합니다.또한 날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한 사항은 지역 매니저 또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LITE
포함내역:

• 마케팅 컨설턴트 narae.lim@padi.com.au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 프리젠테이션 및 마케팅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
• 점심 식사와 다과 및 음료 제공
• PADI 폴로 셔츠

...다음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2019년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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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비즈니스 아카데미 신청서
이 신청서를 사용해서 PADI 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등록해 주세요.

BUSINESS AC ADEMY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를 narae.lim@padi.com.au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스토어 이름:

스토어 번호:

스토어 이메일 주소:

스토어 연락처:

비즈니스 아카데미 참가자 리스트 (폴로셔츠 사이즈 남성 S-XXXL / 여성 S-XXL):
1) 성명:

이메일:

멤버 번호#

폴로사이즈:

남

여

2) 성명:

이메일:

멤버 번호#

폴로사이즈:

남

여

3) 성명:

이메일:

멤버 번호#

폴로사이즈:

남

여

4) 성명:

이메일:

멤버 번호#

폴로사이즈:

남

여

5) 성명:

이메일:

멤버 번호#

폴로사이즈:

남

여

아래의 옵션 중에서 적용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PADI 5스타 혹은 5스타 이상 (참가자당 $179.00 AUD)*
PADI 다이브 센터/리조트 (참가자당 $229.00 AUD)*
개인 멤버 (참가자당 $279.00 AUD)*

날짜 & 장소*

참가자 인원수

총 교육비

2월 26일 (화); 서울, 대한민국
조기 신청 얼리버드 1명당 $20 할인 (1월 15일까지 신청시만 적용)
특별 프로모션: 3명 신청시마다 4번째 참가자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otal 총 교육비:

체크(수표) 1  

결제 방법 – 아래의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신용카드 2  

1

PADI Asia Pacific이 수취인이 되어야 하며 통화는 호주 달러이어야 하고, 호주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여야 합니다.

2

송금 정보

아래 신용 카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3

은행을통한 송금시 입금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송금 확인증 복사본을 보내주세요.

은행 이름:
지점:
계좌 이름:
은행 주소::

카드 타입

MasterCard(마스터)

VISA(비자)

AMEX(아맥스)

Diners(다이너스)

카드 번호 
카드 표기 이름: 
Security Code(CVC)

카드 만기일

이 신청서를 작성함으로 나는 PADI Asia Pacific Pty. Ltd가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여 총 금액을
결제하도록 권한을 주며 내가 18세 이상임을 인증합니다.

*

은행송금

3

Westpac
Frenchs Forest
PADI Asia Pacific
Shop 20, Forest way
Shopping Centre,
Frenchs Forest,
NSW 2086, Australia
BSB:
032-123
Account Number: 13-1904
IBAN Number:
032 123 13 1904
BIC Number:
WPACAU2S

비행기 티켓, 숙박과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카데미 일정동안 생기는 모든 경비는 참가자가 내어야 합니다.

** 날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자는 같은 센터 또는 리조트 소속이어야합니다. 참석자는 동일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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