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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 쿠폰 적립 신청서
1. 신청기관 정보
• 회사명/부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담당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젂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팩스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2. 쿠폰 적립금:
• 쿠폰 적립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세 포함금액)
• 쿠폰 적립금 결제 방법:

▶
▶
▶
▶

계좌이체

신용카드

쿠폰으로 사용 가능한 ITL 상품:
ITL 교육행사
ITL 아카데미
ITL 인하우스 교육
CyberForce::사이버보안 역량평가

ITL 쿠폰 적립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tlkorea.kr/program/coupon.html

서명
•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청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TL시큐어인스티튜트

쿠폰 적립 프로그램

▶ https://www.itlkorea.kr/program/coupon/.html

편리성!

아래로 연락주십시요!

한번 적립하고, 사내 여러 사람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

• 젂화: 031-717-1447

• 이메일 : itl@itlkorea.kr

예산 활용 극대화!
쿠폰적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귀사의 교육 예산을 최대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
미리 사이버보안 교육 적립금을 투자하시면,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L 쿠폰적립 프로그램은 조직에서 먼저 교육비용을 투자하고, 최대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L의
모든 프로그램을 쿠폰으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ITL 쿠폰 적립 프로그램은 적립 후 24개월 동안 유효하며,
24개월 동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젂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시면 계정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ITL 적립 쿠폰 가격 및 보너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폰 적립 가격 및 조건 (부가세 10% 포함)
최소투자금액

최고 투자금액

보너스 혜택

예

1,000만원

2,500만원

20%

1,500만원 투자 = 1,800만원 적립

2,501만원

5,000만원

25%

3,500만원 투자 = 4,375만원 적립

5,001만원

9,000만원

30%

7,000만원 투자 = 9,100만원 적립

9,001만원 이상

문의

문의

문의

쿠폰 사용처
ITL 쿠폰은 아래의 ITL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이버보안 역량평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ITL 교육행사
ITL 아카데미
ITL 인하우스 교육
CyberForce::사이버보안 역량평가

유의사항 : 쿠폰 적립금을 이용하는 경우 시, 다른 할인은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쿠폰 적립 방법
쿠폰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itl@itlkorea.kr 로 문의 바라며, 다음의 젃차로 짂행됩니다.
1. 먼저 쿠폰을 적립하기 위해 담당자를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ITL 쿠폰 적립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립금을 결제하시면, ITL에서 담당자에게 영수증, 쿠폰 계정 번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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