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I 강사 트레이너 과정 PFI 다이버 및 강사 과정 PFI 강사 과정 PFI 강사 크로스오버 과정

대상
AIDA 3 강사 레벨 이상으로 프리다이

빙 자격 발급 개수가 125장 이상
스쿠버 강사만 있는 사람

PFI 중급 프리다이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스쿠버 강사의 프리다이빙 강사 교육.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SSI 레벨 3,

NAUI Intermediate, AIDA 3

타 단체 프리다이빙 강사

기간 2020/04/08 ~ 2020/04/14 2020/04/15 ~ 2020/04/22 2020/04/18 ~ 2020/04/22 2020/04/20 ~ 2020/04/22

장소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하리 리조트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하리 리조트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하리 리조트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하리 리조트

교육비 1,650불 1600불 1000불 600불

숙박 및 식사

(2인 1실, 3식 포함)
65불/1일 좌동 좌동 좌동

개방 수역 입장료 100페소/1일 좌동 좌동 좌동

부이, 로프 및 바텀 웨

이트 렌탈료

(공동 장비이므로 나

눠서 부담)

10불/1일 좌동 좌동 좌동

픽업 160불/6인, 120불/3인 좌동 좌동 좌동

*** 강사 과정은 22일 오후 3시 이전에 마칩니다. 8시간 정도의 수면휴식을 갖고 22일 밤 비행기나 23일 새벽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참가 신청 트레이너 교육은 2월말까지 본부로 문의

기간 3/31일까지

방법 이메일(hq@tdisdi.co.kr)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본인의 자격 등급을 증명할 자격증 사본 또는 자료 첨부 후

(SDITDIERDI 기존 강사가 아닌 경우 건강진단서 첨부)

예약금 10만원을 국민은행 성재원(에스텍(STEK)) 592801-04-108437 로 입금

본인의 항공 스케쥴을 3/31일까지 위의 메일로 첨부

문의 PFI 한국 지역 본부 hq@tdisdi.co.kr, 070-8806-6273



수료 조건

** 규정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워터맨쉽, 구조 시나리오, 필기 시험과 프리젠테이션, 강사 수준의 시범 및 다이빙 장소의 세팅과 철거 등을 완료해야 한다.

워밍업 없

는 스태틱

워밍업 없는

다이나믹
수심 용량(Capacity)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지는 다이빙 직전

에 알려줌

프리다이버 강사 2:00 50m
20m

25m (크로스오버)

4회의 연속적인 고정 웨이트 다이빙을 각

2분의 수면 휴식 간격으로 진행하며 브리

핑, 디브리핑,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

야 함

20m

중급(Intermediate) 프리다이버 강사 3:00 75m 40m

30, 35, 40m 용량 테스트 각 4분의 수면

휴식 시간으로 진행하며 브리핑, 디브리핑,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40m

스태틱 다이나믹 수심

중급 프리다이버 3:00 50m

25m 프리이멀전

및 고정 웨이트 다

이빙

*** 크로스오버가 아닌 경우 프리다이버 이전 단계의 모든 다이버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중급 프리다이버 과정을 충족하면 됨

*** 모든 후보자는 세이프티 기술을 개인별, 팀별로 가상 구조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나머지 수료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은 과정 규정을 참조하세요.

*** 이번 과정에서 평가에 떨어지는 참가자는 보강 훈련 후 PFI 강사 트레이너의 평가를 받으면 됨

*** 문의사항은 PFI 한국 사무실 070-8806-6273 hq@tdisdi.co.kr 또는 박장혁 010-5590-3982 training@tdisdi.co.kr 로 문의해 주세요.



*** 모든 크로스오버는 PFI 강사 트레이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SDI 스페셜티 프리다이버 강사는 PFI 프리다이버 강사로 크로스오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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