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AWARE 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PADI 멤버들만을 위한
Project AWARE 의 파트너 기부 프로그램

전 세계의 PADI 프로페셔널들은 대양 보호를 그들의 비지니스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브
센터이건 리조트 멤버이건 개별 강사이건 상관없이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
AWARE 가 되기로 서약을 하시면 PIC 온라인 을 사용하여 자격 발급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학생들*은 Project
AWARE 카드를 받게 됩니다. *EFR 과 실팀, 텍렉은 예외.
100% AWARE 를 통해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기부금은 위기에 처한 상어와 가오리 종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당신의 비지니스를 100% AWARE 로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PIC 온라인 절차를 간략하게 해 줍니다 - 하나의 간단한 단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Project AWARE
자격증 카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자격증으로 쉽게 대양 보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양 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감사하는 오래가는 고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지니스가 의존하고 있는 수중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Project AWARE 와 파트너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별 강사로 또는 다이브 센터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신하여 기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http://www.projectaware.org/100percent 에서 온라인 기부금으로 당신의 AWARE 사무국 장소에 따라
학생 한명 당 미화 $10 불 / 호주 달러 $10 불 / 10 파운드 / 10 유로 (매달 당신에게 송장이 보내집니다)
또는 월별 정액 기부금 미화 $ 250 불 / 호주달러 $250 불 / 250 파운드 / 250 유로를 지불합니다.



PIC 온라인 절차를 통해 Project AWARE 자격증 카드가 자동적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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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AWARE 의 훌륭한 마케팅 도구들을 이용하여 당신의 환경 보존에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을 홍보해 주는 포스터, 플라이어, 스티커, 인정증, 웹 배너와 소셜 미디어 도구들



www.projectaware.org 의 세계 지도 상에 표시되고 100% AWARE 파트너로 게재됩니다.



더 넓은 마켓 리치 - Project AWARE 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 백만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My Ocean 온라인 뱃지와 페이스북에의 샤우트 아웃 - Project AWARE 는 약 12 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 수는 더 증가 중입니다.



당신의 파트너쉽은 PADI 그린 스타상에 10 점을 더해주고 보통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나의 지원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당신의 지원은 대양 오션을 구하려는 우리의 싸움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하며 해양
쓰레기에 관한 데이타를 수집하고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있는 상어종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법을 강화하고 규제의 헛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버들을 교육시키고 환경 보존 액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 AWARE 파트너가 되고 이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여러분의 지역 Project AWARE 사무국에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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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AWARE - 동의 양식
서명한 후 여러분의 지역 AWARE 사무국으로 팩스/이메일해 주십시오.
☐ 예, 나는 100% AWAR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옵션 1 또는 옵션 2 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옵션 1: 우리의 대양 행성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미화 $250 불 / 호주달러 $250 불 / €250 유로 / £250
파운드 (당신의 AWARE 사무국 장소에 따라) 를 기부하겠습니다. 모든 자격을 받는 학생들은 그들의
PADI 자격증 카드를 Project AWARE 버전으로 받게 됩니다.
☐ 옵션 2: Project AWARE 는 그 이전 달에 해당되는 다이브 코스에 참여하여 자격을 얻은 각 학생 당
기부금을 미화 $10 불 / 호주달러 $10 불 / €10 유로 / £10 파운드로 계산하여 월별 지불할 기부금
금액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부금 금액을 안내받은 후 2 주 이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지불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동의한 기부금을 납부일의 14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 동의서가 당신의 다이브 센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강사로서 처리하는 자격증 카드를 위한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다이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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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토어 번호: 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이브 센터인 경우만 해당)
다이브 센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이브 센터인 경우만 해당)
PADI 강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별 강사인 경우만 해당)
연락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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