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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상품명 비고 사이즈 위치(페이지)

WT-0001 SDI 기본 화이트 쿨론, 화이트

Small(90)
~

3XL(115) 3 Page

WT-0002 TDI 기본 화이트 쿨론, 화이트

WT-0003 SDI 신형 쿨론/면 선택, 블루

WT-0004 TDI 신형 쿨론/면 선택, 네이비

WT-0005 ERDI DIVE TEAM 쿨론/면 선택, 네이비

WT-0006 TDI 사이드마운트 쿨론 T-셔츠 쿨론, 화이트

WT-0007 SDI Global T-셔츠 면, 블랙

WT-0008 TDI 침몰선 다이버 T-셔츠 면, 블랙

WT-0009 SDI 20주년 T-셔츠 (한정) 면, 블랙

WT-0010 TDI EVOLUTION T-셔츠 (한정) 면, 블랙

WT-0011 TDI CAVE DIVER T-셔츠 (한정) 면, 블랙

WT-0012 엠블럼 로고 폴로T (긴팔) 면, 네이비

WT-0013 실버로고 나염 폴로T (반팔) 면, 블랙

WT-0014 SDITDIERDI 2017 T-셔츠 쿨론, 블랙

WT-0015 TDI 빈티지 티셔츠 쿨론, 네이비

WT-0016 TDI 미션텍 후드집업 면,  블랙/네이비 M~4XL

WT-0017 미션텍 반팔T 면(30수), 차콜 S~3XL

WT-0018 2019 NEW CCR 티셔츠 쿨론, 물청색 S~3XL 1 Page

Logo Wear - ①

WT-0018

개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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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0001 WT-0002 WT-0003 WT-0004 WT-0005

WT-0014

WT-0016

WT-0015

후드집업 색상이 검정→네이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즈별 색상 재고 문의바랍니다.

WT-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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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상품명 비고 위치(페이지)

WM-0001 SDI 모자 (에어메쉬) 파랑색, 사이즈 free, 디자인변경

7 Page
WM-0002 TDI 모자 (야구모자) 남색, 사이즈 free, 디자인변경

WM-0003 SDI 비니 울80,아크릴20

머리둘레(57~59cm)WM-0004 TDI 비니

WM-0005 SDI TDI 수영모자 사이즈 free

9 Page
WM-0006 SDI TDI ERDI 마스크 스트랩 양면 / 215*105mm

WM-0007 SDI TDI ERDI 래쉬가드(남) 남 M,L,XL

WM-0008 SDI TDI ERDI 래쉬가드(여) 여 free

WM-0009 SDI.TDI.ERDI Wetsuit 5mm / 사이즈차트 참고 13 Page

WM-0010 무지 Poket(소) 165*230*60mm

예정

WM-0011 무지 Poket(대) 200*290*50mm

WM-0012 TDI Poket(소) 165*230*60mm

WM-0013 TDI Poket(대) 200*290*50mm

WM-0014 포켓 이니셜 자수 컴퓨터자수/영문최대10글자/글자색1

WM-0015 SDI TDI ERDI 형광 바람막이 Medium ~ 3XL
9 Page

WM-0016 ERDI 주황 바람막이 Medium ~ 3XL

WM-0017 SDI TDI ERDI 고급 바람막이 Medium ~ 2XL
11 Page

WM-0018 SDI TDI ERDI 네오플렌 자켓 1.5mm 네오프렌 / Small~2XL

WM-0019 SDI 고무 와펜 56*60mm

15 Page

WM-0020 TDI 고무 와펜 69*57.5mm

WM-0021 SDI.TDI.ERDI 종합 자수 75*15mm

WM-0022 SDI 마크 자수 52*60mm

WM-0023 TDI 마크 자수 65*56mm

WM-0024 ERDI 마크 자수 90*32mm

WM-0025 5mm 후드 S: 54/55, M:56/57, L:58/59 XL:60/61 13 Page

WM-0026 신형 SDI 비니 free size, 파랑 7 Page

WM-0027 SDITDIERDI 레더 스냅백 free size, 화이트/블랙

WM-0028 SDI 러버 스냅백 free size, 블랙

Logo Wear - ②

PR-0001 SDI 백팩 대용량

17 Page

PR-0002 SDI.TDI.ERDI 망가방 660*420*270mm

PR-0003 SDI.TDI.ERDI 바퀴가방 120L / 5kg

PR-0004 SDI.TDI.ERDI 방수가방 20L / 블랙

PR-0005 TDI 백팩 노트북용,슬림형

PR-0006 SDI.TDI.ERDI 하드케이스 28인치 (검정/파랑/커피/실버)

PR-0007 SDI 세척망 小 / 280 * 210 * 70 mm

PR-0008 TDI 세척망 大 / 330 * 270 * 8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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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0002

WM-0026

WM-0003 WM-0004

WM-0001
WM-0027 WM-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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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0015

WM-0016

WM-0006

WM-0005

WM-0007

WM-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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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바람막이 사이즈표

S M L XL 2XL

신장 160 165 170 175 180

몸무게 50 55 60 70 80

WM-0017

네오프렌 자켓 사이즈표

S M L XL 2XL

신장 160 165 170 175 180

몸무게 50 55 60 70 80

WM-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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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WET SUIT 5mm 나이론

3mm 후드와 오른쪽 (다리)포켓(小) 기본 포함

왼쪽 포켓 추가 / 포켓 사이즈 변경 가능- 추가 비용 문의

맞춤가능- 추가 비용 문의

*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사이즈를 정확히 확인 후 구매바랍니다.

WM-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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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0022WM-0023

WM-0019

WM-0024

WM-0021

WM-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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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0005 PR-0004

Product - Bag

PR-0006

PR-0001

PR-0003

PR-0002

PR-0007 PR-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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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상품명 비고 위치(페이지)

AD-0001 SDI 깃발(소) 600*900mm

21Page

AD-0002 SDI 깃발(대) 1200*1800mm

AD-0003 TDI 깃발(소) 600*900mm

AD-0004 TDI 깃발(대) 1200*1800mm

AD-0005 ERDI 깃발(소) 600*900mm

AD-0006 ERDI 깃발(대) 1200*1800mm

AD-0007 SDI 교육과정 배너 PET / 600*1778mm

23PageAD-0008 TDI 교육과정 배너 PET / 600*1778mm

AD-0009 센터 홍보 포스터 405*760mm

AD-0010 센터 윈도우 데칼(소)

예정AD-0011 센터 윈도우 데칼(중)

AD-0012 센터 윈도우 데칼(대)

AD-0013 배너 컨테이너 R105*650mm

AD-0014 센터 스티커 215 * 278mm 23Page

AD-0015 SDI 스포츠 타올 1300 * 900mm

Advertisement

AD-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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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Flag

상품코드 상품명 비고

AD-0001 SDI 깃발(소) 600*900mm

AD-0002 SDI 깃발(대) 1200*1800mm

AD-0003 TDI 깃발(소) 600*900mm

AD-0004 TDI 깃발(대) 1200*1800mm

AD-0005 ERDI 깃발(소) 600*900mm

AD-0006 ERDI 깃발(대) 1200*1800mm

AD-0004



© 2019  SDI.TDI.ERDI KOREA 23

스쿠버 다이빙 강습 센터

오픈워터(OW) 스쿠버 다이버

어드밴스드 다이버구조(Rescue) 다이버

SDI 다이브마스터마스터 다이버

SDI 오픈워터 강사SDI 보조 다이버 강사

SDI IT 스텝SDI 스쿠빌리티 강사

SDI 강사 트레이너

ㆍAdv. 어드벤쳐
ㆍ고급부력조절
ㆍ고지대 다이버
ㆍ보트 다이버
ㆍ컴퓨터 다이버
ㆍ컴퓨터 나이트록스
ㆍ대심도 다이버
ㆍ다이버 추진 장치
ㆍ표류 다이버
ㆍ드라이슈트
ㆍ장비 다이버
ㆍ풀페이스 마스크
ㆍ아이스 다이버
ㆍ해양생태관찰
ㆍ야간/불량시야
ㆍ탐구(Research)
ㆍ탐색과 인양 다이버
ㆍ해변 다이버
ㆍ솔로 다이버
ㆍ수중 사냥과 채집
ㆍ수중 길찾기 다이버
ㆍ수중 사진 다이버
ㆍ수중 비디오 다이버
ㆍ침몰선 다이버
ㆍ제한통과
ㆍ사이드마운트
ㆍ육안 검사 절차
ㆍCPROX1st AED

ㆍSDI 스노클

ㆍSDI 스쿠버 체험

ㆍ퓨쳐 버디

ㆍSW (낮은수심) 다이버

숙련자 다이버 과정

스쿠빌리티
(Scubility)

AD-0007 AD-0008

AD-0014

A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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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TDI.ERDI 교재

구조 다이빙 매뉴얼

한글판

 
ISBN 979-11-87988-01-4  

값 30000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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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e_kor_sm_covs_20170119_b5.indd   1 2017-01-19   오후 1:09:41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 매뉴얼

student manual
www.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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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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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25000원                                       ISBN: 979-11-957236-4-5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매뉴얼

student manual
스페셜티 다이빙을 위한 종합 가이드

SD
I KO

REA
S

D
I  어

드
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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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

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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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얼

값 30000원                                       ISBN: 979-11-957236-6-9

aad_Covers_160627.indd   1 2016-06-27   오전 8:35:05

값 200000원                                                                ISBN: 979-11-957236-9-0

www.tdisdi.co.kr

SCUBA DIV ING INTERNATIONAL
 

ISBN 979-11-957236-9-0  

값 200,000원

SCUBA DIV ING INTERNATIONAL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
강사 매뉴얼

다이빙 지도자를 위한 종합 안내서

SD
I KO

REA
오

픈
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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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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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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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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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sd_inst_kor_170201.indd   1 2017-02-01   오전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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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마스터 매뉴얼

학생 매뉴얼

다이브마스터를 위한 최종 교과서

값 20000원                                                               ISBN: 979-11-87988-00-7

www.tdisdi.co.kr

SCUBA DIV ING INTERNATIONAL

 
ISBN 979-11-87988-00-7  

값 30000원

SCUBA DIV ING INTERNATIONAL

SD
I KO

REA

DM_kor_sm_covs_201701.indd   1 2017-01-04   오후 2:35:39

상품코드 상품명 비고 한글 영문 중문

BD-K001 SDI 오픈워터 다이버 149p / B5 / 컬러

BD-K002 SDI 어드밴스드 어드밴쳐 다이버 142p / B5 / 컬러

BD-K003 SDI 솔로 다이빙 100p / B5 / 흑백

BD-K004 SDI CPROX1st-AED 30p / B5 / 흑백

BD-K005 SDI 구조 다이버 162p / B5 / 흑백

BD-K006 SDI 드라이슈트 다이빙 96p / A4 / 흑백

BD-K007 SDI 다이브마스터 192p / A4 / 흑백

BD-K008 SDI 규정과 절차 270p / B5 / 흑백

BD-K009 SDI.TDI 사이드마운트 다이버 68p / A4 / 컬러

BD-K010 TDI 인트로텍 76p / A4 / 흑백

BD-K011 TDI 나이트록스 다이버 112p / B5 / 컬러

BD-K012 T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68p / A4 / 흑백

BD-K013 TDI 감압절차 다이버 128p / A4 / 흑백

BD-K014 TDI ERD & 트라이믹스 다이빙 A4 / 흑백

BD-K015 T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다이빙 170p / A4 / 흑백

BD-K016 TDI 재호흡기 124p / A4 / 흑백

BD-K017 TDI 이볼루션 재호흡기 174p / A4 / 흑백

BD-K018 TDI 나이트록스 기체 혼합자 49p / A4 / 흑백

BD-K019 TDI 어드밴스드 기체 혼합자 62p / A4 / 흑백

BD-K020 TDI 산소장비 서비스 테크니션 A4 / 흑백

BD-K021 TDI 천정이 막힌 환경에서의 다이빙 126p / A4 / 흑백

BD-K022 TDI 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버 78p / A4 / 흑백

BD-K023 TDI 규정과 절차 328p / B5 / 흑백

BD-K024 ERDI 다이버 184p / A4 / 흑백

BD-K025 ERDI 텐더 76p / A4 / 흑백

BD-K026 ERDI 규정과 절차 문의

BD-K027 ERDI 풀페이스마스크 

BD-k028 FRTI 교재 118p / B5 / 컬러

Student Manual Instructor Guide

    

성인 및 아동 응급처치

혈액 매개 감염 관리

산소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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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ool - Slates

상품코드 상품명 사이즈(mm)

MA-0001 SDI 수중 큐카드(한글) 54 * 85

MA-0002 SDI 수중 큐카드(영문) 54 * 85

MA-0003 SDI 수중 큐카드(중문) 54 * 85

MA-0004 TDI 수중 큐카드(한글) 54 * 85

MA-0005 TDI 수중 큐카드(영문) 54 * 85

MA-0006 TDI 수중 큐카드(중문) 54 * 85

MA-0007 CPROX1st-AED 슬레이트(한글) 140 * 216 / 1장 

MA-0008 CPROX1st-AED 슬레이트(영문) 140 * 216 / 1장  

MA-0009 CPROX1st-AED 슬레이트(중문) 140 * 216 / 1장  

MA-0010 DIVEMASTER 슬레이트(한글) 140 * 216 / 1장 

MA-0011 DIVEMASTER 슬레이트(영문) 140 * 216 / 1장  

MA-0012 DIVEMASTER 슬레이트(중문) 140 * 216 / 1장 

MA-0013 IT 슬레이트(영문) 140 * 245 / 5장 

MA-0014 구조다이버 슬레이트(한글) 140 * 216 / 1장

MA-0015 구조다이버 슬레이트(영문) 140 * 216 / 1장

MA-0016 구조다이버 슬레이트(중문) 140 * 216 / 1장

q

q

q

q

q

q

q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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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브리핑 지침

소개 권장 사항

• 본인의 이름과 스탭 소개 • 최대 수심

• 스탭을 식별하는 법 • 다이빙  시간 

• 기체  관리

보트나 장소 개요 (귀환시 잔압과 다이빙 종료시 잔압)

• 안전 • 수면 표시 부이 (경우에 따라)

• 편안함 • 상승 속도

• 안전 정지

다이빙 장소 이름 • 최대 다이빙 가능 시간

조건 수신호 복습

입수와 하강 절차 비상 절차

• 짝과 떨어짐

다이빙 장소 설명 • 공기 부족 또는 고갈

• 수심 • 다이버 소집 절차

• 지형 • 수면에서의 신호

• 특징과 지형물

• 바닥물질 (중성부력 상기) 출수 절차

• 방향

• 수중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짝을 지정하고 다이빙을 계획

• 위험물

• 재다이빙 (경우에 따라)

다이브 마스터의 역할

• 다이브마스터의 위치와 다이빙 중 식별법

• 다이브마스터를 부르는 법

sdi_tdi_DM_slate_160923.indd   1 2016-09-23   오후 3:35:17

다이빙 사고 관리

1. 1차 조사 (Primary survey)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접촉 차단 기구 사용

2. 2차 조사 (Secondary survey)

호흡하는 환자의 상해 평가

3. 간단한(5분간) 신경학적 검사

반응하는 환자의 감압질환(DCI) 평가

4. 현장에서의 산소치료 (On-Scene Oxygen Therapy)

호흡하는 환자에게 산소 응급처치

구조호흡에 산소 추가

다이버 실종

1. 정보 수집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 확인

짝으로 부터 추가 정보 입수

2. 팀원들에게 임무 부여

팀 리더 / 수면지원 조정자

도움 요청

기록 보관

수중 탐색 팀

3. 탐색 구역 지정

시작 지점

종료 지점 

4. 탐색 형태

원형 탐색 (Circular search)

반원 탐색 (Sweep search)

무작위 탐색 (Random search)

구조 다이버 과정 
개방수역 실습

ⓒ International Training 2007           Product #:230502           www.tdisdi.co.kr

MA-0010MA-0016 MA-0001

MA-0017 네임텍(Baggage Tag) 54 * 85 / 1장

MA-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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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ool

상품코드 상품명

MA-0016 Smart USB 메모리스틱 32GB

MA-0026 SDI 다이버 훈련기록 220*298mm

MA-0027 TDI 다이버 훈련기록 220*298mm

MA-0028 다이브테이블 PET / 560*750mm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문자로 기입하시오.
                                                                                                                                                   

____________년____월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휴대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주소:

관계:

연락처(자택):

연락처(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주소:

관계:

연락처(자택):

연락처(직장): 

SDI 스쿠버 과정과 다이브리조트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친구/가족   인터넷   FACEBOOK   잡지   그 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처

교육생 정보

다이버 훈련 기록
DIVER TRAINING RECORD

 관심있는 다이빙 지역은 어디 입니까?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마이크로네시아

동남아시아 하와이  플로리다  호주   뉴질랜드

홍해 멕시코      그 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테크니컬 다이버 훈련 기록

과정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날짜: ___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SDI  Inst #

미혼

기혼

남 여

과정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날짜: ___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SDI  Inst #

과정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날짜: ___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SDI  Inst #

과정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날짜: ___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SDI  Inst #

과정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날짜: ____________년________월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SDI  Inst #

추가적으로 관심있는 SDI 과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드밴스드 다이버  다이브마스터  레스큐 다이버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보조 강사   강사

스페셜티:

어드밴스드 어드밴쳐 다이버  고급중성부력 고도 다이버  보트 다이버

컴퓨터 다이버     컴퓨터 나이트록스 대심도 다이버 표류 다이버  

 다이버 추진 장치        드라이슈트  사이드마운트  풀페이스 마스크

아이스 다이버    수중 길찾기   야간/불량시야 수중 사진 다이버

v.0616                                                                                                                                                                                                                                                                                                                           © SDI.TDI.ERDI KOREA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

SDI 오픈워터 다이버 기록 & 위탁 양식

학
생

 정
보

                              연습문제 복습 완료    교육생 서명    강사 서명          비고
                          
제 1장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 2장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 3장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 4장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 5장 ____ /____/____  ______ ______

또는    SDI eLearning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날짜:  _______ /____/____학
과

 강
의

      과정 완료일         교육생 서명    강사 서명          비고 
제한수역 1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한수역 2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한수역 3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한수역 4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한수역 5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선택실시 )     

수영능력확인 200m 또는 300m 스노클 수영

   ____ /____/____  ______ ______
10분간 생존 수영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제
한

수
역

제한수역/ 학과강의 실시강사                                      날짜:  ______/_____/______

강사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번호 #__________________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학생은 모든 학과 강의와 수영장 실습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날짜:  _______/_____/______ 

강
사

 1

강
사

 2
개

방
수

역

    과정 완료일              교육생           강사              비고  
  
개방수역 1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개방수역 2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개방수역 3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개방수역 4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개방수역 5회* ____ /____/____  ______ ______  (*선택실시)     

__  강사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활동성 강사여야 한다.  

__  학생의 건강 기록 양식을 점검해야한다.

__  자신이 속한 리조트나 다이빙센터의 면책동의서에 학생이 서명하도록 한다.

__  이 양식에 기록되어 있는 개방수역의 기술과 다이빙을 실시하고 평가한다.

__  이 위탁 교육 양식에 서명한다.

__  이 양식의 원본은 교육생에게 돌려주고 강사는 복사본을 보관한다.

위탁교육을 위한 기술수행 기록:

개방수역 / 평가 강사는 반드시: 

스쿠버 시스템
  __조립& 해체

다이빙 전 점검
  __자기점검 & 짝 점검

  __수중 의사소통

컴퓨터 사용
  __읽고 이해하기

호흡기 사용
  __물 빼기 & 찾기

마스크 물빼기
  __부분 & 완전
BCD
  __자동 & 수동 주입

입수
  __2가지 유형의 입수 시범

SDI 오픈워터 다이버로 인증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만약 강사1과 강사2  모두가  서명하였다면 본 학생은 오픈워터 다이버로 인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서명된 양식은 평가 강사가 

마지막 개방수역 다이빙을 마치고 서명한 뒤 30일간 유효합니다  이 양식은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c-card)이 발급되기 전에 사용하는 임시 자격증입니다.

학생 동의서: 학생은 본 SDI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학과, 제한수역, 개방수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아래 서명함으로써 강사가 없이도 훈련 받은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신적, 육체

적으로 개방수역 다이빙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환경에서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이빙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교육생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 ______/ ______

부력조절
  __핀 피보팅

  __하버링

  __조절 하강

  __조절 상승

웨이트 시스템 조절
  __웨이트 탈착

공기고갈 응급상황
  __보조 호흡기 사용

  __짝 호흡 

  __수영 조절 상승

구조(Rescue) 기술
  __지친 다이버 끌기

  __다리의 쥐(Cramp) 풀기

개방 수역/ 평가 강사                                                                          날짜: ______/_____/______

강사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강사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학생은 모든 기술과 개방수역 요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2016SDI훈련기록(한글)_160607.indd   1 2016-06-23   오후 2:35:01

MA-0026 MA-0027

MA-00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 Date: ________________  
           Last / Family / Surname                                   First / Given                                   Initial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State/Province: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ytim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err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ddress:

City:
Zip/Postal Code:

Home Phone:
Email:

Occup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ddress:

Relationship:
Home Phone:

Work/Cell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ddress:

Relationship:
Home Phone:

Work/Cell Phone: 

® M   ® F
®  Single
®  Married 

How did you hear about our technical courses? 
® Friend/Family member       ® Internet   ® Radio         ® Newspaper       ® Yellow Pages 
®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ergency Contact:

Student Info:                             Personal and Confidential                                  Print Clearly

Diver
Training 
Record 

item#: 110200              v.1013

Course Checklist:
   Course Fee Paid
   Diver Training Record

   Medical Waiver
   Liability Releases
   Classroom Training

   Open Water Dives
   Written Examination
   Diver Registration

Pre-Requisites: 
Below please include your highest advanced or technical certification achieved prior to enrolling in this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kills Completed 

        Final Written Examination
Date (mm/dd/yy)
Student Initials
Instructor Initials
Score

Open Water Training Dive 5 Dive 6 Dive 7 Dive 8 Dive 9 Dive 10 Dive 11 Dive 12 Dive 13 Dive 14 Dive 15
Date (mm/dd/yy)
Student Initials
Instructor Initials
Depth
Bottom Time
Ascent Time

Student Letter of Agreement:
The student agrees that all of the academic and open water requirements for TDI’s_____________________ 
course have been successfully fulfilled by himself/herself. As indicated by the signature below, the student is 
mentally and physically prepared to engage in open water diving activities without the direct supervision of 
an instructor, provided the area and conditions approximate those in which the diver was trained. In addition, 
the student recognizes the need for additional training in order to dive under any other circumstances and after         
periods of diving inactiv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Student Signature        Date   Month  /   Day  /  Year

Course Evaluation: 
TDI instructors strive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in the business. We valu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This information may 
be shared with the training departme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chnical Diver Training Record 

11
02

00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e Dat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TDI / SDI  Inst #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e Dat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TDI / SDI  Inst #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e Dat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TDI / SDI  Inst #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e Dat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TDI / SDI  Inst #

Cour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rtificate Dat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Month  /   Day  /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Name                                                                                TDI / SDI  Inst #

Open Water Training Dive 1 Dive 2 Dive 3 Dive  4
Date (mm/dd/yy)
Student Initials
Instructor Initials
Depth
Bottom Time
Ascent Time

tdi_diver_record_folder.indd   1 2016-02-17   오후 4:01:14

MA-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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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031

MA-0030

Education Tool - Logbook

diver_logbook_cover_kor_170904.indd   2-3 2017-09-04   오후 1:50:48

상품코드 상품명

MA-0029 지퍼 로그북 190*268*45mm / 천 / 3-Ring Dinder

MA-0030 다이빙 로그북 리필 A5 / 컬러/ 60LOG

MA-0031 트레이닝로그북 리필 A5 / 컬러/ 4LOG

MA-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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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ool - Sticker

상품코드 상품명

MA-0032 SDI 콤보 스티커

A4 / 컬러 / 코팅종이

MA-0033 TDI 콤보 스티커

MA-0034 ERDI 로고 스티커

MA-0035 SDI.TDI.ERDI 종합 스티커

MA-0036 TDI 나이트록스 성분 기록

MA-0037 나이트록스 탱크 스티커 600*150mm / 코팅지 / 컬러

MA-0032 MA-0033

MA-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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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Name

@

161124.indd   1 2016-11-28   오후 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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