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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엔비다이버스를 선택하는가?
국내 유일 두 명의 코스디렉터 상주
국내외 엔비다이버스 네트워크 공유
다양한 연속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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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등급의 PADI CDC

PADI 경력 개발 센터

강사 수준

현재 전 세계에 단 50여 곳밖에 승인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명의 코스디렉터가 상주하여 다이빙 지식, 기술, 경험,

PADI 단과대학으로서 강사교육과정 이상의 경력

비즈니스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코스디렉터를 발굴하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다이

여 육성하고 있으며, 엔비다이버스 출신 강사들은 이미 전세계 주요 다이빙

브센터입니다.

포인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강습

명확한 정보 제공

PADI는 현존 레크레이셔널 스쿠버다이빙 업계 1위의 다이빙 지도 단체인 만

과정의 연간 일정표와 비용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

큼 커리큘럼 내용이 충실하고 목표로 해야 할 과제도 명확합니다. 강사시험

여 강사과정 참가자들이 예산 및 일정, 강사 취득

역시 PADI 본부에서 직접 평가관을 파견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부적격인 다

후의 진로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버가 코스디렉터나 트레이너의 감정적 영향으로 강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

강사 참가자 개인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참가자

니다. 또한, 다양한 스페셜티 강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나 목적에 부합

모두가 오랜 기간동안 다이브 산업의 동반자로 함

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께 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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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다이버스의 강사 개발 철학
바다에서 처음 느낀 감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자.
인생을 변화 시키는 과정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꿈과 자신감, 희망, 자유, 용기,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도 필요한 것이 강사 교
육입니다. 다이빙 시장 동향 파악, 최신 정보 유지, 고객서비스 개발, 신기술
흡수 등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
하고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 또한 즐거워지
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다이빙 강사가 되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강사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교육생들에게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잊지 못할 사람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은 강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한번
탈바꿈하게 되는 강사 교육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엔비다이버스 강
사진들은 여러분과 평생지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이 직업인 것이 강사입니다. 하지만,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에게 배
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권위로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
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처럼 아직 미숙한 강사에게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늘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감사하십시오. 겸손함,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공유
어떠한 산업에서든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정
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파할 때 비로소 그 산업의 참여자 모두가 성공하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사 뿐만 아니라, 다이브센터, 리조트, 장비업체,
기타 다양한 산업들과의 제휴 활동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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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사전 조건과 준비 방법

사전조건
- PADI 다이브마스터, PADI 보조강사 또는
타 단체 리더십 레벨
- 만 18세 이상
- 지난 12개월 이내의 의사 서명이 있는 의료진술서
- 최초 다이버 인정증 취득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 최소 60회 이상의 다이브 로그
- 지난 24개월 이내에 EFR (또는 동등자격) 이수 이력 및
EFR 강사 자격

요구 자격 증명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레스큐, EFR, 다이브마스터 등
총 5개의 자격증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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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개발 과정 커리큘럼

사전학습
9과목의 온라인 사전학습
온라인 또는 교실수업

10과목의 이론 강좌
코스디렉터와 IDC 스텝 주도 수업

학과수업

효과적인 강습 진행을 위한 평가

현실에 기초한 워크샵

지식개발 / 제한수역 / 개방수역

4E’s 카운슬링

PADI 시스템, 기준과 절차

제한수역 기술 시범

스킬평가

다이버 에센셜

다이브 이론

레스큐 기술 훈련

800미터 스노클링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평가 & 워크샵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어드벤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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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다이버스 BIG 5
PADI 스페셜티 강사과정
>Digital Underwater Photographer
스노클러부터 체험다이버, 오픈워터 다이버코스 과정 중의 학생 등 폭넓은 범
위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재미있고 쉬운 커리큘럼으로 기존에 수중사진
을 전문적으로 찍지 않았던 강사들도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
니다. 수중 사진 교육과 마케팅 노하우, 이미지 편집, 최신 카메라 기자재 정보
등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강사 개인만이 가진 능력을 다이빙에
접목시켜 특화된 강사로 거듭나기에
적합한 코스입니다.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탁월한 능력을

>Enriched Air Nitrox

찾아내어 다이빙에 접목시킴으로써

PADI 스페셜티 코스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입니다. 논 다이빙으로

교육력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마케팅

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 코스로서 학생 다이버들은 나이트록스 모드 컴퓨터 사

플랜을 여러 스텝들과 함께 토론 함으

용법과 산소 분석기 사용법, 그리고 나이트록스 기체 사용에 대한 장단점 등

로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

을 배우게 됩니다. 본 코스를 통하여 감압다이빙이나 리브리더 장비사용 등과

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스페

같은 테크니컬 과정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Emergency Oxygen Provider

셜티 강사과정은 IDC 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산소는 유사익사나 감압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으
로 제공돼야 합니다. 다이빙 강사로서 교육 중 안전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합
니다. 산소공급은 다이빙 사고 시 다이버들을 도울 때 아주 유용합니다.

>Deep Diving
레크레이션 다이빙 최대 수심인 40m까지 도전하고자 하는 다이버와
TECREC코스의 사전 조건으로 훗날 무한수심-테크니컬 다이빙에 도전하고자
하는 남성적인 스타일의 다이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Dry Suit
한국의 겨울바다는 맑은 시야, 활짝 핀 산호군락, 조용하고 한적함 등으로 다
이버들을 유혹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겨울바다 뿐만이 아닌
우리바다의 다이빙 환경은 보통 찬물다이빙 형태로서 대부분의 기간이 드라
이슈트 다이빙으로 적합합니다. 이 후 아이스다이빙과 같은 특별한 다이빙 활
동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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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60 프로그램
짧은 기간내에 강사가 되고 싶은 분, 다이빙 강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CDC센터만의 프로그램

EFRI

Diver
Essential

응급처치 강사

부력, 트림, 밸런스, 핀킥 4가지

5 KD Class
아마추어 다이버들을 위한
유용한 이론 클래스

테마로 특화된 클래스

IDC & IE
60회 로그만으로 PADI 강사 시험에 응시

5 Specialty
코스디렉터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TECREC
국내 현실에 맞는
사이드마운트, 백마운트 등
다양한 테크니컬 다이빙 클래스

Instructor Development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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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그 이상의 목표

많은 다이브 리더들이 강사시험 100% 합격을 약속하는
곳을 찾지만, 엔비다이버스의 강사개발 프로그램은 합격
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교육에
서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PADI 강사로서

100% 활동

적인 다이브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사개
발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열정적이고, 보람 있
으며, 즐겁게 진행됩니다. 또한 새로운 동료를 만나게 될
것이며,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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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프로다이버가 되고 싶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영 _ GUE Instructor

최송현 _ 배우
“백지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를 배울 때마다 NB 회원임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

“고퀄리티의 교육을 원한다면 바로 이 곳! 오픈워

주는 곳! 다이버 자격증이 같다고 실력도 같지는 않습니다. 고퀄리티 교육과

터 다이버로 시작해서 강사가 되어 나가는 다이빙

실력향상을 원한다면 이곳에서!!”

의 열정이 가득한 곳.”

정용선 _ 뉴그랑블루 리조트 대표

이원교 _ 리쿰스쿠버 대표, IANTD TRAINER

“늘 편안한 사랑방 같은 곳.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의 스쿠버 다이빙 전문점에

수 있는 곳.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다이빙을 즐길

서 이루어지는 곳, 다양한 전문 인원들이 모여, 다이버가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 다른 다이빙 전문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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