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 액티비티를 추가
하기 위한 방법

 

단계별

 



1. business.padi.com으로 가서 여러분의 PADI프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로 로그인하

세요.

2. "어드벤처스"섹션으로 스크롤하여 "액티비티 목록"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3. "제품 목록"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제품 추가"를 선택합니다.

http://business.padi.com/


4. "제품 유형"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제품 유형으로 "보존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PADI 어드벤처 제품이 변경됩니다).

5. 필요한 모든 필드를 입력하고 보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 (설명, 위치, 범주 등)를 계

속 추가합니다.





6. 여러분이 진행하면서, "미리 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보존 액티비티 페이지의 모습

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7. 이 보존 액티비티를 게시할 준비가 되면 "리뷰를 위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PADI

스탭이 검토할 것입니다.



8. 제품 목록으로 돌아가면, 이제 보존 액티비티가 "검토 중"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편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제품 목록에서 펜 또는 “편집” 아이

콘을 선택합니다.

해당 제품 목록의 복사본을 만들려면 두 개의 용지 아이콘 또는 복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해당

목록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새 목록을 만듭니다.



어떤 액티비티인지

왜 그렇게 좋은지

다이버가 여러분과 함께 예약해야 하는 이유

리프를 클린 업하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세요! 

세계 최대 해양 쓰레기 시민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수상-경력(award-winning)이 있고 또 친환경 및 100 % AWARE 커뮤니티에 참여하

세요.

5년째 연속으로 진행되는,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다이빙 포인트에서 다이브 어게

인스트 데브리스(Dive Against Debris)

하이라이트 및 설명에 명시할 것은:

여러분의 현재 고객이 왜 이 경험을 예약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판매하나

요? 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액티비티가 끝난 후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

기하나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주요 판매 포인트를 포함하되, 오버하지 마세요. 더 많은 텍스트가 포함될

수록 읽기 어렵고 또 잠재적인 신규 고객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제 하이라이트 및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중 다이브 어게인스트 데브리스에 참여하세요! 100 % AWARE 다이브 센터로서,

우리는 우리 지역 산호초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

고 또 일반적인 팀이며, 보존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 과학자로서

첫 (또는 1,000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이라이트 및 설명 작성하기
 



 여러분의 액티비티 예: 산호를 심는 다이버

 여러분의 결과 예: 수집된 쓰레기들

 여러분의 펀 다이브 팀 및 시설

 여러분의 숙소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다이버를 보호 활동에 유치하기 위해 이미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약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액티비티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미지없이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직접 촬영하여 나중에 추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사진 작가에게 접근하여 액티비티 이미지 활용에 대한 대가로 무료 보존 경험을 제공합

니다. 소셜 미디어는 여러분의 기존 다이빙 커뮤니티에서 사진 작가를 찾을 수있는 좋은 장소

입니다.

이미지 선택하기
 



이 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액티비티를 추가하기

전에 시청하면 (준비가 되었을 때 참고하기 위해 계속 유지) 액티비티를 빠르고 쉽게 추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디오 설명 
(walk-through Video)

 

>> 시청하기 위해 여기를 클릭하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y06sBwyzc_7IuMfNKCXKZDb0WPB6Vd7C/view?ts=607849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