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SELLER PROGRAM 가입 신청서    

* 본 신청서는 골프 티칭 프로 및 셀러 대상 무상 기기지원과 판매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본 약정을 포함합니다.                                   주식회사 유라이크 1644 - 7403 

 

프로그램 내 무상 제공되는 티틀에 관한 정보 및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입금처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기본약정내용 

1. 티틀 프로는 레슨 시 티틀을 교습도구로 적극 활용합니다. 

2. 셀러 옵션을 선택하신 분은 티틀을 이용한 레슨활동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3. 회사는 프로의 레슨활동과 샵에서의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합니다. 

4. 티틀 셀러 옵션을 선택하신 경우 발급해드리는 프로모션 코드로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발생된 매출에 대해 약정된 판매지원금을  

익월 말 급 입금해드립니다.  (수수료 3.3% 제외) 

5. 프로모션 코드를 통한 통한 판매분 중 환불/매출취소가 발생 시 기 지급된 판매지원금은 익월 지급될 판매지원금에서 차감 지급됩니다. 

6. 프로 및 셀러에게 무상 공급된 기기는 티칭 및 체험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7. 프로 및 셀러는 티틀과 관련된 고객 불만사항 수신 시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립니다. 

8. 프로 및 셀러는 무상제공 받은 기기의 파손, 분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여 재 수령을 

원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됩니다. 단, 공급비용은 익월 판매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셀러옵션 가입자에 한함) 

9. 프로 및 셀러가 1 년 이내에 가입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회사에 통보하고 무상 지급된 기기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회사는 프로 및 셀러의 티칭 및 홍보활동간에 회사나 제품의 이미지 실추하거나 본 약관 내용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경우 즉시 가입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1. 본 약정은 신청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때는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본인(본 업체)은 티틀 Pro & Seller Program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서명                                            (서명) 

 

 

본 신청서 내 기재된 셀러의 개인정보/업체정보를 Pro & Seller Program 운영에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안함

 

일반 정보 프로그램 프로
 

셀러
 

 성명  소속협회  

 소속  회원수  

 주소  

 이메일  전화/핸드폰  

제공 제품 모델 Basic
    

Master
 

Pro & Seller Program 을 위한 무상 지원되는 티틀은 1 회에 한하며, 이후 추가 요청 시 유상 제공 됩니다. 

   수령확인 (서명) 

셀러 선택 시 기재 예금주  약정 수수료 표준 약정을 기준으로 함  

 은행명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