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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강사 시험 (PADI Instructor Examination) –  

PADI 코스 디렉터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PADI Course Directors) 
 
PADI 강사 개발 부서에서는 강사 시험 후보생들의 계획과 준비를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각 후보생이 강사 시험에 참가할 때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성공적으로 완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높이도록 명확한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등록 (Registration): 
적절한 시험 장소 및 시험관 배치를 위한 조직 때문에, 모든 후보생들은 시험 참가하기 전 최소 7일 
이전에 반드시 PADI 강사 개발 부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 예상한 후보생의 숫자를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IE 시작일 가까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늦게 등록 하시는 것도 허락이 되지만, 시험관과 후보생의 비율과 후보생의 평안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생의 등록은 이메일로 instdev@padi.com.au로 합니다.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IE 장소 및 날짜 

• 후보생 숫자 및 필기 시험을 위한 선호하는 언어 

• 특별한 요구 사항 및 요청하는 이유 
 
재시험에 참가하는 후보생으로부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 후보생의 이름 및 PADI 번호 

• 이전 IE의 날짜(들) 

• 이전 IE 장소 

• 재 시험 과목 (최대 2개 과목) 
참고: 이전 IE에 PADI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후보생이나 또는 다른 미 결제 부분이 남아 있는 
후보생은 재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IE 오리엔테이션 (IE Orientation): 
IE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아이템은 오리엔테이션에 오실 때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그때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IE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Documentation required for IE participation): 
각 후보생이 IE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코스 
디렉터님이 또는 다른 적절한 담당자가 IE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또는 오리엔테이션에서 PADI 
시험관에게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후보생은 IE의 모든 파트에 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 과목에 참가하는 후보생이 제공해야 할 서류 (Full IE Candidates must provide):  

1. 완전히 작성되고 PADI 코스 디렉터가 서명한 Instructor Certificate of Completion (양식 
번호 No 10516). 오른 쪽 상단에 지정된 위치에 PADI 강습 가이드에 포함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2. 완전히 작성되고 결제 정보가 포함된 IE Enrolment Form (양식 번호 10510). IE 비용은 IE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불합니다. 가장 최신의 PADI 아시아 퍼시픽 가격 표에서 비용을 
확인하세요. PADI에 비용 지불을 위해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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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합니다. 수표는 호주 달러로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IE에서 현금 지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이빙을 위한 건강 승인서. 이 양식은 반드시 a) 후보생이 IE의 마지막 날 까지 포함하여 
지난 1년/365일 이내로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것과 또 b) 다이빙을 하기 위해 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의사에 의해 서명 되었고 또 날짜도 있어야만 합니다. 의사의 연락 정보도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이 건강 승인서가 없는 후보생은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 부분의 IE 
참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PADI는 후보생들이 이 건강 승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승인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예를 들어, 강사 후보생 정보 및 트레이닝 기록 (Instructor Candidate Information 
and Training Record), 강사 신청서 (Instructor Application), EFR 강사 신청서 (EFR Instructor 
Application), 스페셜티 강사 신청서 (Specialty Instructor Application), 다이브마스터 신청서 
(Divemaster Application) 등등, IE 오리엔테이션에서 시험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 IE 재시험에 참가하는 후보생들 (IE Segment Resit Candidates must provide);  

1. 지난 번 시험에서 시험관에게서 받은, 어떤 과목을 재시험 봐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는 
“참가 인증서 (Certificate of Participation)”. 

2. 시험 비용 지불 방법이 포함되고 작성 완료한 시험 등록 양식 (IE Enrolment Form) 첨부 (# 
10510). 재 시험 비용은 IE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가장 최신의 PADI 아시아 
퍼시픽 가격 표에서 비용을 확인하세요. P ADI에 비용 지불을 위해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 수표를 확인 합니다. 수표는 호주 달러로 PADI 아시아 퍼시픽으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IE에서 현금 지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제한 수역 또는 개방 수역 부분의 재시험에 참가하는 후보생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다이빙을 위한 건강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4. 3번째 IE 부분에 참가하는 후보생은 PADI에서 지정해 드린 과목을 보충 수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필요하면 이메일 instdev@padi.com.au 로 연락 주십시오.) 

5. 이전 IE에 PADI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후보생이나 또는 다른 결제 미비가 있는 후보생은 
재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PADI 아시아 퍼시픽 고객 서비스 팀 
(memdep@padi.com.au)로 연락하세요. 
 

기타 다른 PADI 관련된 서류들은 IE 오리엔테이션에서 시험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 및 장비 (Materials and Equipment): 
IE 후보생들은 IE를 위한 강습 교재 및 다이빙 장비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 오픈 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마스터, 프로젝트 
AWARE 스페셜티와 같은 핵심 학생 교재들*. 

• PADI 강사 매뉴얼* 

• PADI 강습 가이드* 

• 계산기* 

• PADI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들). eRDPML은 필수입니다. RDP RDP는 옵션입니다*. 

• MLG들 및 PLGs위의 기타 다른 트레이닝 부교재들은 시험관에 의해 준비되고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핵심 코스들이 PLG 또는 MLG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후보생들은 그들이 
자체로 만든 디지털 트레이닝 부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 그들의 자체 컴퓨터 또는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재량에 따라 후보생들에게 빔 프로젝터 사용이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 필기도구 

• PADI 기준에 열거된 대로 표준 강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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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백과 로프  

* IE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PADI 정책 상, 디지털 버전의 사용도 허락됩니다. 
 

제한 수역 및 개방 수역 로지스틱 및 고려 사항들(Confined and Open Water Logistics 

and Considerations): 

• IE를 위해 제한 수역 및 개방 수역 사이트 고려사항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됩니다. 

• 수영장 주변의 파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린더의 부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 입장이 거절될 것입니다.  

• 수중 세션은 후보생들이 이전 트레이닝에 익숙한 것 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제한 수역 수온은 개방 수역 사이트와 현저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후보생들은 제한 수역 및 개방 수역 모두에 필요한 노출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합니다. 

• 시험관은 충분하지 않은 노출 보호로 인해 실행을 할 수 없는 후보생을 위해 특별한 예외 
또는 특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 건강 승인서를 지참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한 수역 및 개방 수역 발표 평가 시에 후보생은 
반드시 다이빙을 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후보생은 미래의 IE에 참가할 것을 부탁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IE 사이트로 이동을 위한 운송 수단은 후보생의 책임이며 또한 IE 사이트의 입장료 또는 보트 
비용의 부담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편안함 가이드라인 (Personal comfort guidelines): 
IE는 일반적으로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지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생들은 적합한 옷 차림, 
간식등을 준비할 것이 권장되며 이에 포함되는 것은: 

• 적절한 아웃도어 및 수상/수중 노출 보호  

• 간식 및 음료  

• PADI는 개인 소지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후보생들은 IE 장소에 갖고 오는 개인적 
소지품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개인용 쓰레기 봉투 
 
PADI 는 재 사용할 수 있는 물병 사용을 권장합니다.   
IE 클래스룸 장소에서는 정수 물을 리필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 시키고 대양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단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병을 가져오시길 부탁 드립니다.  
프로젝트 AWARE와 대양 보호 지원을 위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rojectaware.org를 방문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Sincerely, 
 
Instructor Development, 

PADI Asia Pacific. 

http://www.projectawar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