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규정 업데이트 

SDI 규정과 절차 

• 오타 수정 

• 체험 다이빙, 지도자 동반 다이버, 구조 다이버, 아이스 다이버, 대심도 다이버, 침몰선 다이버, 

다이브마스터, 비다이빙 스페셜티 강사 규정의 항목들 구체화 

•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과정의 부분으로 진행되는 다이빙에 대한 강사의 필요한 스페셜티 강사 

자격 추가 

• 다이브마스터, 보조 강사, 오픈워터 강사 과정의 기술 시범 시 중성 부력 요건 추가 

• 지도자 등급 과정 시 지원자가 모든 필수 교재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1장 서론 

3. SDI 윤리 규정과 행동 규범 

9번째 항목 문장을 다음으로 변경 “SDI의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SDI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SDI를 홍보하고 SDI의 공식 결정을 지지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7.13 2년 갱신/보충 정책 

7.13.2 “노트:” 부분에 다음 문장 추가 “5년 이상 비활동성이었던 회원이 다시 활동성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훈련부에 연락해야 한다.” 

 

 

2장 다이버 규정 

1. 과정 개요 요약표 

구조 다이버,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의 최소 연령을 만 10세로 변경 

숙련자 다이버 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비율을 8로 변경 

 

4. 스쿠버 체험(Scuba Discovery) 프로그램 

4.9 필수 장비 

SDI 체험 다이빙 슬레이트 삭제. 이미 그 위의 필수 교재에 슬레이트가 있음. 

 

4.10 강의 내용 

첫 문장을 다음으로 변경 “강사는 학생이 스쿠버 체험 이러닝(eLearning)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SDI 스쿠버 체험 슬레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6. 지도자 동반 다이버 

6.6 과정 구성 및 시간 



 

개방 수역 실습의 2번 문장을 다음으로 변경 “훈련 다이빙은 5m에서 12m 사이에서 실시한다. 최대 

다이빙 수심은 12m 를 넘지 않는다.” 

 

8. 비활동성 다이버 복습 프로그램 

8.8 필수 장비 

다음 단락을 추가 

“선택 교재: SDI 비활동성 다이버 이러닝(eLearning)” 

 

11. 구조 다이버 

11.5 교육생 사전 조건 

3번 40회 이상의 개방 수역 로그를 “15회 이상의 개방 수역 로그”로 변경. 

“SDI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 SDI 주니어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 동등 등급 인증 또는 

오픈워터 다이버와 15회 이상의 개방수역 로그” 

 

4번 다음 문장 추가 “유소년(Junior) 학생은 부모, 보호자 또는 활동성 다이빙 지도자의 직접 

감독하에서 훈련과 다이빙을 해야 한다.” 

 

3장 스페셜티 규정 

3. 스페셜티 일반 규정 

3.10 스페셜티 과정 교육을 위한 자격 취득 절차 

첫 단락에서 다음 문장 추가 “3. SDI 스페셜티 강사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최신 SDI 스페셜티 과정 

개요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에 동의하고 신청하는 스페셜티 과정의 관련 다이빙 경력을 작성한다.” 

 

4.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 

4.1 서론 

“컴퓨터 나이트록스를 선택 스페셜티 과정으로…”을 다음 문장으로 대체 “컴퓨터 나이트록스, 

드라이슈트, 야간 다이빙, 풀페이스 마스크, DPV, 수색과 인양, 사이드마운트를 선택 스페셜티 과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당 SDI 스페셜티 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4.4 교육생 사전 조건 

2번 항목에 다음 문장 추가 “유소년(Junior) 학생은 부모, 보호자 또는 활동성 다이빙 지도자의 직접 

감독하에서 훈련과 다이빙을 해야 한다.” 

 

5. 고급 부력 조절 

5.9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1.h 항목에 다음을 추가하고 나머지 번호 재설정 “i. 손이나 오리발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하버링”, “v. 강사의 지시에 따라 중성 부력을 잡고 오픈워터 과정의 기술을 시범 보인다.” 

 

11. 대심도 다이버(Deep Diver) 

11.10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1. 개방 수역 다이빙 1 



 

다음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e항목은 g로 변경 “e. 수심, 시간, 공기 소모량을 계속 확인하여 

슬레이트에 기록, 계산한다. f. 질소 마취를 확인하고 테스트한다.” 

2. 개방 수역 다이빙 2 

다음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항목은 번호 재설정 “c. 질소 마취를 확인하고 테스트한다.” 

 

17. 아이스 다이버 

17.2 지도 강사 

다음 문장을 추가 “이 과정의 강사 신청을 하거나 트레이너를 통한 강사 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이버 

등급의 인증이 필요하다.” 

 

29. 침몰선 다이버 

29.10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모든 항목의 “다이빙 계획”을 다음으로 변경 “수심, 다이빙 시간과 기체 소모량 등을 포함하여 다이빙 

계획” 

 

4장 지도자 규정 

3. 다이브마스터 

3.8 훈련 교재 

필수 교재 

목록 위에 다음 문장을 추가 “모든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하여 교육 중과 교육 후에 

사용해야 한다.”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 

교육생: 

1. SDI 다이브마스터 매뉴얼(Divemaster manual) 혹은 이러닝 

2. SDI 다이브마스터 슬레이트 

강사: 

1. SDI 다이브마스터 매뉴얼(Divemaster manual) 강사 가이드 

2. SDI 규정과 절차 매뉴얼 (최신버전) 

 

“선택 교재”를 “선택 교재 – 강사”로 변경 

 

3.11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강사는 다음의 모든 기술들을 평가해야 한다:” 밑으로 다음 문장을 추가하고 번호 재설정 

“3. 중성 부력을 잡고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모든 기술을 시범 보여야 한다.” 

 

4. 보조 강사 

4.8 훈련 교재 

필수 교재 

목록 위에 다음 문장을 추가 “모든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하여 교육 중과 교육 후에 

사용해야 한다.”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 



 

교육생: 

1. SDI 보조 강사 매뉴얼 또는 이러닝(eLearning) 

2. SDI 규정과 절차 (최신버전) 

강사: 

1. SDI 보조 강사 과정 강사 가이드 

 

“선택 교재”를 “선택 교재 – 강사”로 변경 

 

4.11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6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중성 부력을 잡고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모든 기술을 시범 보여야 

한다.” 

 

5. 비다이빙 스페셜티 강사 

5.7 행정 요건 

“4.b. 의사가 서명한 SDI 건강진단서” 삭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밑의 항목 1번을 다음과 같이 변경 

“비다이빙 스페셜티 강사와 가르치려고 하는 해당 스페셜티 과정을 표기한 SDI 스페셜티 강사 등록 

양식과 필요한 서류들을 SDI에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5.8 훈련 교재 

필수 교재 

목록 위에 다음 문장을 추가 “모든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하여 교육 중과 교육 후에 

사용해야 한다.” 

 

6. 육안 검사 절차 강사 

6.10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항목 3을 다음과 같이 변경 “육안 검사 절차의 한 주제에 대한 학과 강의를 최소 1회 발표하고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7. 강사 개발 과정(IDC)와 강사 평가 과정(IEC) 

7.8 훈련 교재 

목록 위에 다음 문장을 추가 “모든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하여 교육 중과 교육 후에 

사용해야 한다.” 

 

7.11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수영장/제한 수역 

1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지원자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모든 기술을 중성 부력을 잡고 

강사 수준으로 시범 보여야 한다.” 

개방 수역 

1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1. 지원자는 개방 수역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모든 기술을 중성 

부력을 잡고 강사 수준으로 시범 보여야 한다.” 



 

 

8. 코스디렉터 

8.3 지도 강사 

1.a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최근 2년 내로 SDI 국제본부에서 지정하는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과 

함께 최소 1회의 전체 ITW 과정을 보조 강사로 참가해야 한다. 본인이 강사 트레이너로 인증된 최초 

ITW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c 항목의 “5 명 이상의 오픈워터 강사”를 “10명 이상”으로 변경 

8.5 교육생 사전 조건 

4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4. 응급처치 트레이닝(FRTI)의 유효한 성인 및 아동 응급처치 강사”, 다음 

항목의 번호들 재설정 

 

8.8 교재 

4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4. 응급처치 트레이닝(FRTI) 성인 및 아동 응급처치 이러닝 과정” 

다음 항목의 번호들 재설정 

 

9. SDI 강사 트레이너 

9.5 교육생 사전 조건 

4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4. 응급처치 트레이닝(FRTI)의 유효한 성인 및 아동 응급처치 강사”, 다음 

항목의 번호들 재설정 

 

11. 인터내셔널 트레이닝(ITI) 크로스오버 과정 

11.5 교육생 사전 조건 

1번 항목 끝에 다음 문장 추가 “규정과 절차 1장 서론 7.12 지도자 등급 크로스오버 필요사항 참조” 

 

11.6 과정 구성 및 시간 

수중 실습으로 시작하는 머리글의 끝에 다음 문장을 추가 “관련 기술은 보통 해당 강사 규정의 필요한 

기술 및 수료 조건에 열거되어 있다.” 

 

11.7 필요한 행정 절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으로 시작하는 섹션의 3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이전 교육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프린트한 인증 내역 또는 지도자 등급 인증 카드의 사본” 

 

11.9 강의 내용 

11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11. 인터내셔널 트레이닝(ITI)의 서비스와 장점 

 

6장 양식 

• 다이버 건강질의서 및 진단서 양식 uhms.org(Undersea & Hyperbaric Medical Society) 양식으로 수정 

• 교육기록부의 건강질의서 양식을 바뀐 양식에 따라 수정 

• 주니어 오픈워터 업그레이드 양식 변경 

• SDI 강사 평가 양식이 IDC-IEC 양식으로 변경 (2023 년이 되기 전에 약간의 한글 양식 변경 있을 

예정임) 



 

• 고유 스페셜티 지원 양식(Unique specialty application)은 영문 작성을 해야 하므로 영문을 그대로 

실었으며 스페셜티 과정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본부로 연락바람. 

 

면책서 영문의 ft. 단위를 m/ft.로 수정. 한글은 관계없음. 

고유 스페셜티 신청 가이드와 가이드 양식에 작은 수정 (영문 양식 수정, 한글은 관계없음) 

 

  



 

TDI 규정과 절차 

• 사이드마운트 강사와 동굴 DPV 강사 규정 신설 

• TDI 다이버와 강사 과정에서 팀 다이빙 개념 추가 

• 천장이 막힌 환경 과정에서의 항목들을 명확히 함 

• 제조사의 사업 포기로 익스플로러 다이버와 강사 과정 규정 삭제 

• 지원자가 해당 지도자 등급 과정의 모든 교재를 지참해야 함을 명확히 함 

1장 서론 

2장 일반 과정 규정 

2. 일반 과정 규정 

2.5 개방 수역 훈련 

10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10. TDI 과정의 모든 다이빙에서 팀 다이빙을 강조해야 한다.” 

 

2.7 완전폐쇄식 재호흡기(CCR)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과정 

목록에 테크니컬 DPV 과정 추가 

 

19. 인트로 케이브 다이버 

19.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3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19.10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수중 기술 단락의 5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명을 끄거나 가상의 조명 상실 상황에서 접촉 

신호만을 사용하여 안내줄을 따라 짝과 공기 나누어 쓰기” 

 

20. 풀케이브 다이버 

20.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2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20.10 필요한 기술과 수료 조건 

수중 기술 단락의 5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명을 끄거나 가상의 조명 상실 상황에서 접촉 

신호만을 사용하여 안내줄을 따라 짝과 공기 나누어 쓰기” 

 

21. 수중 동굴 측량 다이버 

21.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2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22. 동굴 DPV 다이버 

22.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2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22.11 강사 요건 삭제 



 

강사 관련 절차는 동굴 DPV 강사 과정 규정으로 이전 

 

23. 동굴 스테이지 다이버 

23.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2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24. 광산 다이버 1 

24.9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3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25. 광산 다이버 2 

25.9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단락에서 2번 항목의 “최소 2미터 길이의 호스” 문구 삭제 

 

30.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공기 희석 다이버 

30.6 과정 구성 및 시간 

크로스오버 단락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TD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다이버(공기희석) 또는 TDI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동등 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TDI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종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교환 교육(Crossover) 과정에 참가할 

경우, 교육생은 해당 기종의 과정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며 모든 기술 수료 조건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오직 다음 사항만 변경된다:” 

 

31.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공기 희석 감압 다이버 

31.6 과정 구성 및 시간 

교환교육(Crossover) 

1번 항목 다음과 같이 변경 “TD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공기 희석 감압 다이버 또는 TDI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동등 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TDI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종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교환 

교육(Crossover) 과정에 참가할 경우, 교육생은 해당 기종의 과정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며 모든 기술 

수료 조건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오직 다음 사항만 변경된다:” 

 

32.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헬리트록스 희석 감압 다이버 

32.6 과정 구성 및 시간 

교환교육(Crossover) 

1번 항목 다음과 같이 변경 “TD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헬리트록스 희석 감압 다이버 또는 TDI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동등 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TDI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종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교환 

교육(Crossover) 과정에 참가할 경우, 교육생은 해당 기종의 과정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며 모든 기술 

수료 조건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오직 다음 사항만 변경된다:” 

 

33.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혼합 기체 희석 다이버 

33.6 과정 구성 및 시간 

교환교육(Crossover) 



 

1번 항목 다음과 같이 변경 “TD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혼합 기체 희석 다이버 또는 TDI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동등 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TDI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종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교환 

교육(Crossover) 과정에 참가할 경우, 교육생은 해당 기종의 과정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며 모든 기술 

수료 조건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오직 다음 사항만 변경된다:” 

 

34.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상급 혼합 기체 희석 다이버 

34.6 과정 구성 및 시간 

교환교육(Crossover) 

1번 항목 다음과 같이 변경 “TDI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상급 혼합 기체 희석 다이버 또는 TDI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동등 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TDI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종의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교환 

교육(Crossover) 과정에 참가할 경우, 교육생은 해당 기종의 과정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며 모든 기술 

수료 조건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오직 다음 사항만 변경된다:” 

 

35. 익스플로러 재호흡기 다이버 과정 삭제 

 

38. 재호흡기 풀케이브 다이버 

38.8 필수 장비 

“교육생은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 단락의 2 번 항목 다음과 같이 변경 “산소 부분압을 추적할 수 

있는 최소 1개의 재호흡기 컴퓨터와 또 하나의 산소 부분압 추적 장비. 이 중복 장비로는 컴퓨터나 

HUD가 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모든 개량은 제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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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자 과정 규정 

2.1 행정 절차 

“모든 TDI 강사는 TDI 규정과 절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를 다음으로 변경 “모든 TDI 강사는 

TDI 규정과 절차 매뉴얼과 본인이 진행하거나 받으려는 다이버 또는 지도자 과정의 모든 필수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5 개방수역 훈련 

다음 항목 추가 “11. TDI 과정의 모든 개방수역 다이빙에서 팀 다이빙을 강조해야 한다.” 

 

17. 케번 다이빙 강사 

17.5 교육생 사전 조건 

5번 항목의 “최소 4회의 TDI 과정”을 “최소 4회의 SDI/TDI/ERDI 과정을”로 변경 

 

17.6 과정 구성 및 시간 

훈련의 제한 

5번 항목을 다이버 과정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수심 40m”로 변경 

17.8 필수 장비 

5번 항목의 “한 개의 호흡기는 약 2미터 길이어야 하며”를 “한 개의 호흡기는 긴 호스여야 하며”로 

변경 



 

 

18. 인트로 케이브 강사 

18.8 필수 장비 

5번 항목의 “한 개의 호흡기는 약 2미터 길이어야 하며”를 “한 개의 호흡기는 긴 호스여야 하며”로 

변경 

 

19. 풀케이브 강사 

19.8 필수 장비 

5번 항목의 “한 개의 호흡기는 약 2미터 길이어야 하며”를 “한 개의 호흡기는 긴 호스여야 하며”로 

변경 

 

26.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혼합기체 희석 강사 

26.5 교육생 사전 조건 

3번 항목의 “개방식 트라이믹스 강사(100m까지)”를 “T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강사”로 변경 

 

28. 익스플로러 재호흡기 강사 

삭제 

 

29. 재호흡기 풀케이브 강사 

29.3 지도 강사 

끝에 다음 문장을 추가 “강사 트레이너는 본인이 다이빙하는 재호흡기 기종의 TDI 강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학생이 다이빙하는 재호흡기 기종의 공기희석 감압절차 다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RDI 규정과 절차 

• 지도자 등급 규정의 필수 다이빙 로그 명확히 함 

• 지도자 등급 지원자가 지도자 등급 과정의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해야 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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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고지 

1.1 정의 

다음 항목을 추가 “필수 교재 = 과정에 필요한 교재. 지도자 등급 지원자는 해당 과정에 필요한 모든 

필수 교재를 모두 지참하여 교육 중과 교육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 

2.2 교육생 사전 조건 

4번 항목에 다음 문장을 추가 “다이빙 로그는 스쿠버 장비로 수중에서 작업한 다이빙 횟수를 말한다. 

수면 지원 작업은 다이빙 로그로 집계되지 않는다.” 

 

4. 비 오픈워터 강사 

4.2 교육생 사전 조건 

4번 항목을 “ERDI 슈퍼바이저 (동등 등급) 또는 SDI 다이브마스터 (동등 등급)”으로 변경하고 5번 항목 

삭제. 6번을 5번으로 번호 재설정 

재설정한 5번 항목에 다음 문장을 추가 “다이빙 로그는 스쿠버 장비로 수중에서 작업한 다이빙 횟수를 

말한다. 수면 지원 작업은 다이빙 로그로 집계되지 않는다.” 

 

5. 강사 

5.2 교육생 사전 조건 

5번 항목에 다음 문장을 추가 “다이빙 로그는 스쿠버 장비로 수중에서 작업한 다이빙 횟수를 말한다. 

수면 지원 작업은 다이빙 로그로 집계되지 않는다.” 

 

5장 양식 

ERDI 스페셜티 강사 등록서 변경 

 

  



 

PFI 규정과 절차 

• PFI 강사는 반드시 과정의 필수 교재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 스페셜티 과정,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 규정 새롭게 추가 

• 강한 킥과 약한 킥에 대한 참조 제거 및 오탈자 제거 

•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인증에 대한 절차와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와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과정의 사전 조건 명확히 함 

 

1장 서론 

2. 이 매뉴얼의 사용 방법 

다음 문장 추가 “PFI 지도자는 본인이 진행하거나 받으려는 과정의 모든 필수 교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3.2 면책서 및 서류 

2번 항목의 PFI 면책서 및 위험 고지 양식의 영문 병기를 다음으로 변경 “PFI General Liability and 

Express Assumption of Risk form” 

 

4.2 통제 

두 번째 단락을 다음으로 변경 

“모든 등급의 PFI 보조 강사는 제한수역과 개방수역에서 해당 등급 강사의 간접적인 감독 아래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만약 강사가 없어 필요한 경우에 강사가 즉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조 

강사는 어떠한 수중 교육도 할 수 없다.” 

- 간접적인 감독 또는 간접 감독은 지도자가 다이빙 장소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도울 

수 있는 상태이나, 지도자가 같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단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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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다이버 

4.7 지도 강사 

“한 명의 PFI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에서 “한 명의” 삭제 

 

4.13 개방수역 

4.13.3.a.i와 4.13.3.a.ii 핀 사용에서 “강한 킥”과 “약한 킥”에서 “강한”, “약한” 삭제 

 

5. 중급 프리다이버 

5.1 서론 

첫 문장인 “이 과정은 PFI 프리다이버 과정의 연속 과정으로 계속해서 기초 프리다이빙 기술의 

편안함과 수면 세이프티 기술을 발전시킨다.”에서 “수면” 삭제 

 

5.2 과정 목표 



 

두 번째 문장의 “이 과정은 강한 킥과 약한 킥 사이클, …”에서 “강한”과 “약한”을 삭제하고 “킥 

사이클”로 대체 

 

5.7 지도 강사 

다음 단락을 추가 

PFI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 활동성 PFI 프리다이버 강사 

2. 만 21세 이상 

3. 최소 20명의 학생을 인증해야 하며 그 중 10명은 프리다이버 등급이어야 한다. 

4. 중급 프리다이버 과정 전체를 최소 1회 보조해야 한다. 

5. 40m CWT와 FIM을 시범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완료 

6.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에게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5.12 제한수역 

5.12.3.d 다음으로 변경 “적절한 킥 사이클로 20미터 가상의 프리다이빙과 10초간 바닥에서 편안하게 

킥” 

 

5.13 개방수역 

5.13.3.a와 b 삭제 c 항목에서 “강한”, “약한”, “간헐적” 삭제 

5.13.5.c.v 다음으로 변경 “20미터까지 적절한 킥 사이클” 

 

5.14 수료 조건 

5.14.4.i.v.3에서  “6회의 강한 킥 - 6회의 약한 킥 - 5초간 간헐적 킥” 삭제 

5.14.4.i.v.4 를 다음으로 변경 “사고자는 구조자가 하강한 후 약 20초 후에 하강하여 바닥에 눕는다” 

 

5.14 수료 조건의 제일 끝에 다음 문장을 추가 

“강사는 반드시:  

1. 과정이 끝나고 7일 이내에 PFI 본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8.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8.12 제한 수역 

8.12.2.b. 다음으로 변경 “30초간 적절한 킥 사이클로 하강” 

8.13 개방 수역 

8.13.3.a.i. 1, 2, 3에서 “강한”과 “약한” 삭제 

8.13.5.b.iv  “강한”과 “약한” 삭제 

 

3장 스페셜티 규정 

스페셜티 규정 신설 

 

4장 지도자 규정 

4. 중급 프리다이버 보조 강사 



 

4.3 사전 조건 

2번 항목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인증 또는 동등 등급” 삭제. 나머지 번호 재설정 

 

5. 중급 프리다이버 강사 

5.3 사전 조건 

2번 항목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인증 또는 동등 등급” 삭제. 나머지 번호 재설정 

4와 6번 항목의 * 삭제 

 

6. PF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규정 신설 

7. PFI 강사 트레이너 규정 신설 

6.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크로스오버 과정 8번으로 번호 재설정 

 

4장 양식 

교육생 등록 양식과 강사 등록 양식 업데이트 

 

  



 

응급처치 트레이닝(FRTI) 규정과 절차 

• 강사 동료 평가에 대한 규정 명확히 함 

• 강사는 과정의 모든 필수 교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1장 서론 

6.1 일반 사항 

2번 항목에 다음 문장을 추가 “응급처치 트레이닝(FRTI) 강사와 강사 지원자는 본인이 진행하거나 받는 

과정을 위한 2장과 3장 규정에 열거된 모든 필수 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6.13 2년 갱신 정책 

2년 동료 평가 

첫 문장 “모든 강사와 강사 트레이너는…”에서 강사 트레이너 삭제 

해당 단락의 마지막에 다음 문장을 추가 “강사 트레이너는 활동성 IT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매 2년에 

최소 1회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미해군 다이빙 테이블 업데이트 

국제본부에서 피트식만 업데이트가 되었으므로 미터식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혼용하여 사용.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