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래의 빈칸을 모두 채우시오. 정자체로 깨
끗이 작성하시오.

2. 뒷장의 강사 돠읨서를 읽고 표시된 곳에
서명하시오.

3. 지원한 강사 등급을 위한 모든 필요 서류와 인증서 사본
을 첨부하시오. 지원하는 모든 등급은 국제본부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작성 방법: 이 지원서는 PFI 강사 등급에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지원하는 모든 등급은 국제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증서 대신 현재의 교육 단체에서 교습 상태와 스페셜티 등급에 관한 공식적인 확인이 인정된
다. 스페셜티 등급은 최종 승인 전 HQ 훈련부의 동등 등급 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생 발급 숫자 포함
�증빙 서류 포함

PFI HQ는 지원서 검토 시 지원자를 직접 만나거나 화상 회의, 또는 기술과 능력의 검토를 위한 비
디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강사 증명:  (스페셜티 강사 등급 및 센터 제휴 포함)

NAUI#____________ FII#____________ SSI#____________ SDI#____________ AIDA#____________   
Apnea Academy#____________PADI#____________ RAID#____________ CMAS#___________    IANTD#____________   
Molchanovs#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인증서 사본:   (스페셜티 강사 등급 및 센터 제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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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시:

전화번호:

휴대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         국가: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 정보:  (현재 교육 단체에서 활동성 상태여야 한다)

연 / 월  / 일

International Training
강사  크로스오버  지원서

지원하는 강사 등급에 대한 필요 조건이 모두 충족함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인증서 사본을 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강사 동의서:
PFI 전문가는 반드시:

• PFI 본부에 최신 연락처를 알리고 유지한다.
• PFI 본부에 회비와 미납금을 납부한다.
• PFI 강사 크로스오버 지원서를 제출한다.

• 좋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한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
면 프리다이빙을 위한 PFI 건강 규정에 맞을 때까지
프리다이빙 강습과 감독을 하지 않는다.

최소 150회의 프리다이빙을 하고 다음의 
최소 한 가지를 완료해야 한다.
• 1회 이상의 PFI 과정에 강사, 학생, 청강생, 스탭 또
는 이론 강의자로 참여
• 프리다이빙, 인명 구조, 수영, 응급처치, 선박 운행,
또는 수생 환경과 관련된 학술 대회에 교육생으로 참
여 또는 강습

• 해양 스포츠, 프리다이빙, 강사, 선박운행 등 전문적인
업무에 고용
• 프리다이빙을 주제로 대학원 논문을 발표

• PFI에서 발행하는 다이빙과 관련된 공식 잡지, 학술

전문지 또는 자연 과학 잡지에 기고

다음 중 최소 한 가지를 완료해야 한다.
• PFI 과정을 가르치고 학생을 PFI 프리다이버로 등록한
다.
• 1회 이상의 PFI 교육 프로그램에 스탭으로 참가한다.
• 보조 강사로 2회의 PFI 프리다이빙 과정에 참여한다.

조건:
이 크로스오버 지원서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주는 서류가 아니다. 회원 자격은 PFI 훈련
부에서 지원서를 검토하여 승인 후에 주어진다. PFI 본부에서 발급한 인증 카드는 PFI의 재
산으로 PFI 훈련부 또는 지역 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반납해야 한다. PFI 강사가 매년 자격
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PFI 회원 자격을 상실 하게 되며, 차후 회원 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한 재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PFI는 PFI 상표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지원자는 현재의 교육 단체에서 반드시 활동성 교습 상태여야 한다.

회원 동의:
본인은 전문적인 성장과 저작권/상표 정책을 포함한 PFI 지도자 크로스오버 필수 요건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여기에 PFI 윤리 규정과 PFI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본인이 여기에 제공한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다. PFI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갖는다. PFI는 또한 회원 갱신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지원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

규정과 절차 및 회원 업데이트 교육

       장소: _____________________          교육 강사: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번호: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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