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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카드 eCard Student  
사용 안내:

o padi.com/mypadi 로 로그인합니다. 

o 홈페이지의 자격증 카드 탭을 클릭합니다. 標籤

o “자격증 카드” 안에서 당신의 언어와 배송 국가를 선택합니다. 

o 당신의 핸드폰은 PADI e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당신의 핸드폰에 PAD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당신의 핸드폰이 e카드를 받을 수 있다면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PADI e카드를 주문하기 전에: 

애플 iOS 3.x, 4.x 블랙베리 OS 4.5 또는 5 안드로이드 OS 1.6 (또는 그 이상) 

	 ▪		 PAD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단계 1: 기록 찾기

o 제공된 란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기록 찾기를 클릭합니다. 

o 당신의 기록을 찾게 되면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표시해 줍니다. 

“계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제가 맞습니다” 를 클릭합니다.   

단계 2: 주소 완성하기

o 주어진 란에 현재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록을 위해서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만 함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이 주소는 카드가 보내질 주소가 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에는 “주소 업데이트하기”를 클릭합니다. 

단계 3: 사진 업로드하기

o 당신의 파일에 사진이 없다면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모자나 선글라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단계 4: 자격증(들) 선택하기 

o “주문하려면 클릭”을 이용하여 e카드를 받기 원하는 자격증 레벨을 선택합니다. 

o 1 또는 3번 옵션을 선택하도록 묻는 새로운 창이 뜰 것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만 표준 카드 $50불 프로젝트 AWARE 카드 $60불 

e카드만 표준 카드 $50불 프로젝트 AWARE 카드 $60불

플라스틱/e카드 콤보 표준 콤보 $64불 프로젝트 AWARE 콤보 $74불

o 선택을 확정합니다. 

o 스크린 밑에 주문이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확정하려면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단계 5: 주문을 확인하고 결제하기  

o 주문 확인을 위한 주문 요약이 다시 표시되고 e카드를 위한 지불 방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o 모든 공란을 채운 후에는 “주문하기”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주문 영수증

o 완성한 후에는 영수증 번호와 이체 서머리, 그리고 배송 주소가 표시됩니다. 

o PAD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o 확인 이메일 역시 보내질 것이며 이 확인 이메일 안에 패스워드 다시 설정하기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핸드폰의 PADI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내려받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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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Dive Centre
1234 StreetAnywhere, OK 00000

(123) 456-7890

Lily C. LeeDiver No. 13057
Birthdate  01-Jun-1976

Cert. Date 09-Nov-1999

Open Water Diver

http://www.padi.com/mypadi/
http://www.padi.co.kr/scuba/open-a-dive-shop/padi-mobil-app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