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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이브컴퍼니에서 강사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현재 활동중인 스쿠버 강사들은 그들이 처음에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지금처럼 전문가로 성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이빙을 좋아서 계속 하게 되

었고, 어느 순간 스스로 강사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예비 강사님도 그러하다고 짐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 역시도 그것을 좋아하게 되

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그 열정과 목표를 존중하며 다이브컴퍼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닌 전 세계

를 아우르는 글로벌 수준의 인스트럭터를 양성합니다. 

 

다이브컴퍼니의 강사개발과정 철학 

 

Sense(감각), Attitude(태도), Purpose(목적) 이 세 가지 항목은 다이브컴퍼니가 스쿠버 강

사에게 가자 필요한 3 요소로 강조합니다. 학생 다이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상하

는 센스, 강사교육을 받는 동안 그리고 강사가 되었을 때 학생 다이버들을 대하는 태도, 

강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강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강사 개발 

교육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PADI 강사는 어디에서도 될 수가 있지만, 강사 개발 교육 기간 중 SAP을 배우는 곳은 오

직 다이브컴퍼니 뿐입니다. 

Scuba 

Instructor 

ATTITUDE 

SENS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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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있는 강사 

스쿠버 강사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스쿠버 강사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점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이 스쿠버 강사를 먼저 찾게 되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무척 소중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시작이 되어 스쿠버 강사는 학생 다이버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내 하

게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가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을

까 생각해보세요. 다이브컴퍼니 강사진은 강사후보생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

다는 강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즈니스 

스쿠버 강사가 된다는 것은 비즈니스맨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사와 리조트, 강사와 

회원간의 관계 그리고 강사와 다이브센터의 관계에서 항상 비즈니스가 오고 갑니다.  

오랜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관계의 비즈니스'에 대해 익혀나갈 것 입니다. 

 

다이브컴퍼니의 장점 

 

대표강사 이상호의 강습 노하우 

누구나 한번쯤은 분야에 상관없이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화법에 따라 수강생의 학습 능력이 달라집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

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는 다양성이 중요하며, 그러한 센스는 오직  

다이브컴퍼니에서만 가능한 강습 스킬입니다. 

 

다이브컴퍼니만의 인프라 제공 

8년 간의 다이브센터 운영으로 축적된 ‘국내외 리조트’, ‘장비수입총판’과의 신뢰되는 관계는 

다이브컴퍼니 출신 강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이브컴퍼니 출신 강사” 라



는 타이틀만으로도 강사가 된 이후 활동함에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갖추어진 강의실, 강습자료, 교육용 장비는 이제 막 스쿠버 강사를 시작하는 이들에

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DI 시스템 

PADI는 현존 레크레이셔널 스쿠버다이빙 협회 1위의 다이빙 단체로써 무엇보다 모든 코스

의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는 강사 시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PADI 본부에서 

직접 평가관이 파견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부적격인 다이버가 코스디렉터나 트레이너의 감

정적 영향으로 강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페셜티 강사과정을 통해 자

신의 적성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 그 이상 

PADI 강사시험은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다이브 

리더들이 강사시험 100%를 약속하는 강사개발센터를 찾지만, 다이브컴퍼니의 강사개발 

프로그램은 합격을 최종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교육에서 얻어지는 당연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강사 후보생 개인에 맞는 적성을 찾아내어 특화 시킴으로써 강사 

후보생 모두가 다이브산업에 활동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 활동적인 다이브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또한, 국내

외 다이브리조트 & 센터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이버 

리더로서의 활동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PADI 프로가 된 뒤 전세계의 다이브리조트

와 센터로 진출 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사전 학습( e 러닝 or 스텝 주도 수업) 

class 

학습, 강습과 PADI 시스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위험관리 

다이빙 마케팅 

다이빙 시작하기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강습하기 

비즈니스 오브 다이빙 - OWSI 필수 

다이빙 계속하기 - OWSI 필수 

RDP 강습하기(크로스오버 후보생 필수, PADI 멤버 옵션) 

 

IDC 커리큘럼 

class 

코스오리엔테이션  

지식개발 프리젠테이션 개발하기  

제한수역에서의 강습하기  

개방수역 다이브 지도하기  

일반 기준과 절차 – OWSI 필수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OWSI 필수  

어드벤쳐스 인 다이빙 프로그램– OWSI 필수  

레스큐 다이버코스– OWSI 필수  

다이브마스터 코스– OWSI 필수  

위험관리– OWSI 필수 

presentation 
지식개발 강습 프리젠테이션 3회 (AI 2회)  

제한수역 강습 프리젠테이션 4회 (AI 2회)  

개방수역 강습 프리젠테이션 2회 (AI 1회) 

workshop 

4E카운셀링 워크샵 2회 (AI 1회)  

스킬시범 워크샵  

레스큐 엑서사이즈 워크샵  

디스커버스쿠버다이빙 워크샵– OWSI 필수  

어드벤쳐 다이브워크샵– OWSI 필수 

etc 

PADI 시스템, 기준 및 절차 시험  

스킬평가  

다이브 이론시험 - OWSI필수  

800미터 스노클링 테스트 - OWSI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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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사전 조건 

기본 개요 

 만 18세 이상 

 100회의 기록된 다이브 로그(수중 항법, 야간 다이빙, 심해 다이빙 경험 포함)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 

 PADI 다이브 마스터 또는 타 단체 리더 레벨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건강 진단서 

 24개월 이내 취득한 일차 처치와 이차 처치 코스 자격증 

 

필요 자격증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레스큐, EFR, 다이브 마스터 총 5개의 자격증 또는 사본 

 

필수 교재 

- PADI 강사매뉴얼 

- PADI 강습가이드 

- 정밀부력조절 스페셜티 강사 아웃라인 

- 프로젝트 어웨어 스페셜티 강사 아웃라인 

- 어웨어 산호 암초 보전 스페셜티 강사 아웃라인 

- 오픈워터 코스 퀴즈, 시험 

- 오픈워터 코스 제한수역 큐 카드 

- 오픈워터 코스 개방수역 큐 카드 

- DSD 큐 카드 

- 제한수역 준비 슬레이트 

- 개방수역 준비 슬레이트 

- 다이브 마스터 최종 시험 

- 레스큐 다이버 최종 시험 

- 어드벤처 인 다이빙 큐 카드 

- 레스큐 다이버 큐 카드 

- 다이빙 지식학습서 or 다이브이론 e 기록지 

- 인사이크로페디아 오브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 RDP (table & eREP) 

- PADI 오픈워터 매뉴얼 

- PADI 어드벤처 인 다이빙 매뉴얼 

- PADI 레스큐 다이버 매뉴얼 

- PADI 다이브 마스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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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패키지 안내 

 

추천 IDC 패키지 

구분 기본가격 패키지 할인율 

5가지 스페셜티 강사과정 250만원 225만원 10% 

IDC + 5가지 스페셜티 강사 610만원 550만원 10% 

IDC+5가지 추천 스페셜티+IDC스텝강사 760만원 610만원 20% 

  ※ 패키지 등록 시 첫 코스 시작 후 환불 불가 

  ※ 패키지는 1년간 유효 

 

 

예약 절차 

예약 방법 

 다이브센터 방문 및 상담 

 계약금 지불(30% 이상) 

 행정작업; 타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인정증 및 다이브로그 마지막 장 사본, 사진 2매 

 교재구입 후 수령 및 독립학습 시작 

 최소 2주전까지 잔금 입금 완료 

 IDC 시작 전 모든 과제 완료 

 

Contact 

 다이브컴퍼니 

문의전화 : 080-8879-4451 

홈페이지 : www.divecompany.co.kr 

 대표강사 

이상호 : 010-2822-4451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