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I Plus 멤버십 2017
다음의 간단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1.
2.
3.
4.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PADI PLUS 멤버십 동의서 및 서명 진술서를 검토하십시오.
해당 신청서를 지불 정보와 함께 작성 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보험 세부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PADI Asia Pacific Pty. Limited ABN 64 002 15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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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Asia Pacific Pty. Limited
PO Box 6235
Frenchs Forest NSW 2086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61 2 9454-2941
팩스: +61 2 9454-2999
이메일: prra@padi.com.au

스토어 이름
스토어 번호

마감일 : 2017년 5월 31일

스토어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보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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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국, 호주, 피지 지역, 프렌치 폴리네시아, 뉴 칼레도니아에 위치한 PADI 리테일 및 리조트 멤버들은 프로페셔널 배상 책임
보험과 일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그 외 국가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 이외에 다른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17 PADI 리테일 및 리조트 갱신을 위해 가입된 보험
증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을 검토하신 후 해당되는 경우 체크해 주십시오.)
다이브 센터/리조트는 V Insurance Group이 제공하는 책임 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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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방법
수표 - 호주 달러로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 지불이 지정되어야
하며 호주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비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호주달러(AUD) $599.00

아맥스 (American Express)
비자 (VISA)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한민국에 있는 갱신이 완료된 PADI 리테일 및 리조트
멤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마스터 카드 (Master Card)
다이너스 클럽 (Diners Club)

카드번호
카드 유효 기간 (월/년) _ _ / _ _
카드 기재된 이름
승인 서명

멤버십 레벨

PADI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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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멤버십 동의서
나는 라이센스 동의서를 포함한 PADI 멤버십 동의서를 읽었으며 현재 모든 해당하는 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또한 신청한 회원 등급 및 유형에 동등한 수준에 비례하여 PADI 리테일 및
리조트 협회의 멤버 자격 요건 및 요구 사항을 읽고 숙지했습니다. 나는 현재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회원 양식에 대한 정보의 허위 진술로 인해 멤버 자격이 종결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나는 자동 갱신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유자 / 관리자 (서명 필수)
(Rev. 05/17)

직책

날짜 (일/월/년)
© PADI 2017.

PADI Plus 멤버십 2017
PADI 리테일 및 리조트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계신가요?
• PADI 아시아 퍼시픽 매니지먼트 팀의 전문적인 비즈니스
조언 및 지원.
• PADI 마크 (이름, 로고, 상표 및 기타 등록 상표)의 사용.
• e러닝 - 엔트리 레벨의 다이버 등록 증가
• PADI 프로페셔널 배상 책임 보험 및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자격.
• 학생과 다이버를 위한 부상과 관련된 보험 액세스
• PADI 제품 구매시 최소 5 % 할인.

(Rev. 05/17)

• 귀하의 다이빙 운영시 사용하는 이름이 학생 인증 카드에
기재.
• PADI 프로페셔널 잡지, 언더씨 저널.
• 온라인 학생 인증 처리.
• padi.com의 웹 기반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 검색 페이지.
• 다이브 체크, 프로 체크 및 PIC 프로세싱 리포트 및 채용을
위한 온라인 액세스.
•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동봉 된 갱신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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