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I 다이빙 센터를 위한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다이버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메일과 SNS를 통한 SD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사용자 샘플 웹페이지와 고품질 비디오, 잠재적인 
학생들에게 보낼 이메일 시리즈, 다이빙에 대한 재미를 만들어낼 다양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이빙 배우기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홍보하기 위한 

완벽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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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 포함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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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 다운로드

모든 자료는 zip 파일로 저장됩니다. 만약 zip 파일을 여는데 도움이 필
요하다면 다음의 설명을 따르세요. Windows |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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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배우기

다이빙 배우기

간단한 3단계로 다이빙 시작하기

https://www.tdisdi.com/learn-to-dive-download/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D%8C%8C%EC%9D%BC-%EC%95%95%EC%B6%95-%EB%B0%8F-%EC%95%95%EC%B6%95-%ED%95%B4%EC%A0%9C-f6dde0a7-0fec-8294-e1d3-703ed85e7ebc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mac-help/mchlp2528/mac


고품질 비디오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의 가장 흥미로운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고품질 비디오입니다. 이런 것들을 SNS나 
본인의 웹페이지, 또는 어디든 올려 비다이버들에게 

신나는 다이빙 경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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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팁
SNS에서 여러분이 

업로드한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을 홍보 대상으로 

지정

https://www.youtube.com/watch?v=LmH4Hp2fFjI&feature=youtu.be


사용자용 페이지 템플릿
웹사이트에 이 페이지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템플릿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샘플 웹페
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본인에게 맞게 구성하여 여러분의 회사를 고객들에게 적절히 홍
보하세요. 글자와 배경에 사용된 파란색은 주로 #2992cc / RGB(41, 146, 204) 입니다.

모든 링크와 글자/이미지 등을 여러분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 페이지에 대한 주요 구
성 요소들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크고 매혹적인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 
배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다이빙 강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고객들에게 다이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단계를 알려줍니다.

비디오 한 편이 백 마디 
말을 대신합니다. 왜 
다이빙을 배워야 하는지 
고객들에게 보여줍니다.

페이지 내에 여러분들의 
섹션입니다. 본인의 

다이빙 센터와 개성을 
보여주세요.

고객들에게 과정 시작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이러닝
(eLearning)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튼은 여러분의 고객에게 
맞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이빙 

센터에 연락할 기회와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 

이메일(아래 참조)을 보내고 
다이빙 센터의 직원이 

가급적 빨리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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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보기

강사 팁
이 페이지는 고객을 

유치하고 대상이 되는 
고객을 지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이빙 배우기

간단한 3단계로 다이빙 시작하기

놀라운 다이빙 센터

다이빙을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세요?

왜 다이빙을 배워야 하는가?

https://www.tdisdi.com/다이빙-배우기-샘플-페이지/?lang=ko_kr


이메일 시리즈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은 질문이 있거나 현재 
배울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다이빙을 배울 시간이라고 독려할 이메일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메일 시리즈는 스노클링 또는 체험 다이빙 
과정을 배운 학생들에게 오픈워터 인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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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메일 다운로드

시작 이메일은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에서 양식을 제출하면 발송: 다이빙 배우기
이메일 1: 스쿠버 다이버가 되야하는 5가지 이유
이메일 2: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이메일 3: 다이빙을 배울 준비가 되었네요

강사 팁
고객 연락처가 

뉴스레터 목록에 
올라가면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정기적으로 

자동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https://www.tdisdi.com/learn-to-dive-download/


SNS 
포스트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SNS
는 힘있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우리는 오픈워터 다이버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몇 가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SNS 활동에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으로 게시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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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NS 게시물 다운로드

강사 팁
게시물을 부스팅

(Boosting)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고객층 
바깥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이빙 배우기

다이빙 배우기

https://www.tdisdi.com/learn-to-dive-download/


추가적인 이미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마케팅 자료 센터가 

있습니다. (*주의: 이 페이지를 보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품질의 이미지들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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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팁
자신만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디지털 마케팅 
워크샵과 스쿠버 다이빙 판촉을 위한 컨퍼런스를 확인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마케팅 자료 센터에 있습니다.

http://tdisdi.com/documents/find-a-file/?lang=ko_kr


시작하기
여러분의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1단계
i. 다이빙 배우기 캠페인의 모든 자료 

다운로드하기
ii.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iii. 모든 자료는 zip 파일로 저장됩니다. 

만약 zip 파일을 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설명을 따르세요. 
Windows | Mac

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좀더 본인에 
맞게 편집하려면 마케팅 자료 센터에 있는 
이미지와 로고를 편하게 사용하세요. (*주의: 
이 페이지를 보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단계
i.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를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만들기
ii. 여러분이 템플릿으로 쓸 수 있는샘플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적절히 

홍보할 수 있게 이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맞게 편집하세요. 글자와 배경에 사용된 
파란색은 #2992cc / RGB(41, 146, 204) 입니다.

3단계
i. 4개의 이메일을 뉴스레터 소프트웨어에 추가하세요. 다이빙 배우기 웹페이지의 

모든 링크와 글자는 여러분의 회사를 적절히 홍보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ii. 자신의 로고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이 이메일들에 추가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iii. 여러분의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으려고 등록한 모든 이들에게:

1. 다이빙 배우기 페이지에서 양식을 제출하면 시작 이메일을 즉시 발송합니다. (
대부분의 웹사이트 연락처 양식은 이러한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2. 연락처로 전화하여 그들이 왜 다이빙을 배우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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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disdi.com/learn-to-dive-download/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ED%8C%8C%EC%9D%BC-%EC%95%95%EC%B6%95-%EB%B0%8F-%EC%95%95%EC%B6%95-%ED%95%B4%EC%A0%9C-f6dde0a7-0fec-8294-e1d3-703ed85e7ebc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mac-help/mchlp2528/mac
http://tdisdi.com/documents/find-a-file/?lang=ko_kr
http://tdisdi.com/documents/find-a-file/?lang=ko_kr
https://www.tdisdi.com/다이빙-배우기-샘플-페이지/?lang=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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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일에 한 번씩 남은 세 이메일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4. 그들의 이메일을 여러분의 정기적인 뉴스레터 목록에도 추가합니다.

iv. 스노클러 또는 체험 스쿠버 과정을 받았으나 아직 오픈워터 다이버가 아닌 
사람들에게:
1. 이메일 1을 보내고 나머지 이메일들을 1주일에 하나씩 보냅니다.
2. 그 연락처가 여러분의 정기적인 뉴스레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i.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을 작성하고 계획하기
ii. 정기적인 간격으로 이것들을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게시 

일정에 따라 매주 또는 매일 한 게시물씩 공유합니다.
iii.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이러한 게시물들에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

이러면 여러분의 현재 고객층 바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5단계
i. 계속하기!
ii. 여러분은 마케팅 자료 센터를 통해 다량의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메일과 SNS 게시물들을 만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계속 새롭고 흥미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business/ads
https://business.instagram.com/advertising/
http://tdisdi.com/marketing-resource-center/?lang=ko_kr


질문?
국제본부 마케팅 팀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Marketing@tdisdi.com 로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이 캠페인과 다른 모든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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