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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큐레이션
더 알아보기

arc-curation

[강사님을 위한 에이랩의 특별한 프로젝트 ]
교육일정 추천 서비스
비용

제목/협회

개강일

지역

2019. 11. 25

서울

2019. 11. 25

서울

2019. 11. 25

서울

2019. 11. 26

서울

2019. 11. 26

제주

2019. 11. 26

서울

2019. 11. 26

서울

800,000 Pranayama with Parther work with James D.Silva / 바디녹스 / 010-2364-4499

2019. 11. 27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16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19. 11. 27

경기

2019. 11. 27

서울

2019. 11. 28

경기

2019. 11. 28

서울

280,000 임산부 요가 워크샵 / 메디플랜 / 02-2298-7782

2019. 11. 29

서울

450,000 근막 트레이닝 워크샵 / 보눔필라테스 / 010-2045-8870

자격/지도자과정

워크샵/세미나

Updated

무료 임산부 필라테스 workshop / 보눔필라테스
직접문의 필라테스 자격증 취업반(4인 소수정예 ) / 필라테스 더숲 / 010-8633-5006
무료 호텔신라 AT 양성과정 62기 / (주)아름다운일 / 010-3274-3570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 운동 해결 전략 과정(운동)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90,000 싱잉볼 차크라 요가명상 워크샵 1차 / 한국요가검정원 / 010-9037-0998
1,600,000 Garuda Reformer Teacher Training Course with James D.Silva / 바디녹스 / 010-2364-4499

5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마스터클래스 생채식 쿠킹클래스 / 아쉬탕가제니요가 / 031-559-6568, 010-8887-3896
890,000 핫요가 실전 전문지도자 양성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1,050,000 제이슨 컬 선생님의 레벨 1 TTC / 요가월 / 010-6216-8640

250,000 프리포먼스 CPT 온라인강좌 / 카톡: 프리포먼스 , 인스타: pre4mance_academy

2019. 11. 29
2019. 11. 29

서울

250,000 Garuda workshop with James D.Silva / 바디녹스 / 010-2364-4499

2019. 11. 30

대전

550,000 프리야 빈야사 요가 지도자 과정 / 요가쿨라 / 042-488-8689, 010-6404-0553

2019. 11. 30

경기

2019. 11. 30

부산

2019. 11. 30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 운동 해결 전략 과정(운동)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1. 30

서울

1,08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드 TTC 척추 그리고 차크라와 바가바드기타 / 사트바요가 / 02-548-3967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1,000,000 하반기 지도자 과정모집안내 (해부학+매트) / 제니필라테스 / 031-985-3364, 010-9557-8321

2019. 11. 30

서울

2,000,000 하반기 지도자 과정모집안내 (기구 필라테스 ) / 제니필라테스 / 031-985-3364, 010-9557-8321

2019. 11. 30

서울

2,700,000 하반기 지도자 과정모집안내 (통합과정 ) / 제니필라테스 / 031-985-3364, 010-9557-8321

2019. 11. 30

부산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990,000 CES-PTC 퍼스널트레이너 자격과정 23차(주말반)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2019. 11. 30

서울

2,700,000 인텐시브 지도자과정 6기(주말반) 200 RYT( 미국공인국제요가자격증 ) / 에이프로요가스쿨

2019. 11. 30

대전

직접문의 필라테스 전문강사 교육, 채용 연계프로그램 (교육비 전액지원 ) / 더센터오브필라테스 / 010-4805-3803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경기

2019. 11. 30

경기

2019. 11. 30

서울

70,000 짐볼 필라테스 & 임산부 산전 짐볼 운동법 과정 7차/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19. 11. 30

서울

70,000 통증 개선 및 체형 개선을 위한 폼롤러 소도구 필라테스 과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19. 11. 30

경기

30,000 토요일의 깊은 요가 - 도구테라피 , 치유교정요가 & C요가 / 요가유즈 / 010-8938-3609

2019. 11. 30

서울

30,000 <마음을 예술하다 > 명상X예술치료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2019. 11. 30

경기

20,000 토요 특강 '하타' 100분 / 032-348-3860, 010-3490-3438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2019. 11. 30직접문의

500,000 경희대학교 2019년 가을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필라테스지도자 [소도구]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1,100,000 교정운동 전문가 자격과정 35차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 010-2677-7940

280,000 제 12차 척추측만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010-2773-0322

150,000 싱잉볼 차크라 요가명상 워크샵 1차 / 한국요가검정원 / 010-9037-0998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60,000 팝필라테스 & 빈야사 플로우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700,000 티칭스킬교육 과정(실전에 필요로한 이론+실기 필라테스 )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140,000 오리지널 젠링 자세교정 프로그램 워크샵 / 한국젠링협회 / 010-4027-0886
50,000 움직임 교정 전문가 재활 필라테스 워크샵 / 코어발란스핏 / 010-2036-5211
2,000,000 요가댄스 전문가과정 1기 모집(주말반) / 아이엠요가 / 031-609-7891, 카톡: Sandhya

30,000 아쉬탕가 베이직 수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미니워크샵 - 골반교정 느낌의 아쉬탕가 / 목동하타요가원 / 010-2223-2789
220,000 오리지널 비크람 핫요가 5시간 워크샵 / 스튜디오프렘 / 070-7788-7736
100,000 요가휠 워크샵 with 리마 / 010-5796-6936
직접문의 요가의 경전 <요가수트라 > 출판 기념 강연회 / 마나스출판사 / 010-2089-5507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2019. 11. 30

서울

200,000 골프 필라테스 / MY아카데미 / 010-8633-5006

UpDated

2019. 11. 30

서울

120,000 정글스포츠 슬링 운동 상지 재활운동 / 다빈치아카데미 / 010-4347-5382

UpDated

2019. 11. 30

경기

20,000 근막테라피 &마이링 워크샵 / 요가룩스 / 091-796-5884

UpDated

2019. 11. 30

서울

30,000 번지피트니스 원데이 오픈클래스 / BFY KOREA / 010-6387-5396

UpDated

2019. 11. 30

인천

30,000 파타프롭스 (wheel) 주말수련 / 김희정요가 / 032-421-5599

UpDated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울산

2019. 12. 01

부산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00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과정 / 한국생활스포츠교육협회 / 031-702-2324

2019. 12. 01

서울

3,100,000 [매트+소도구+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 한국생활스포츠교육협회 / 031-702-2324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400,000 이승은의 아쉬탕가요가 프라이머리 시리즈 4주 워크샵 / 02-488-0602

2019. 12. 01

경기

350,000 제이슨 선생님의 1Day 프랙티컬세션 / 요가월 / 010-6216-8640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40,000 소마테라피 with zenring 미니워크샵 / 010-9563-5655, 카톡: 유솜요가

2019. 12. 01

서울

30,000 아쉬탕가 베이직 수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미니워크샵 - 가슴오픈 느낌의 아쉬탕가 / 목동하타요가원 / 010-2223-2789

2019. 12. 01

서울

30,000 번지피트니스 & 번지발레 워크샵 / 드림핏스쿨 / 010-4926-3935, 카톡: dreamfit

2019. 12. 01

서울

2019. 12. 01

서울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12월 정규반 모집(주말반 4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01

서울

150,000 센스팁플로우 요가 워크샵 by 윤하 / 더프리덤요가 / 010-6292-5803

UpDated

2019. 12. 01

서울

100,000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관절가동술 세미나 / 010-6401-3536

UpDated

2019. 12. 02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0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19. 12.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기구(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

2019. 12.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03

서울

400,000 왕초보 기능해부학 4차(평일반)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2019. 12.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코스 (기구)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03

서울

2019. 12. 03직접문의
2019. 12. 03

서울

2019. 12. 04

서울

60,000 나디아요가 요가지도자과정 샘플 수업 및 비전 워크샵 / 나디아요가 / 010-5002-6311

UpDated
UpDated

280,000 제23차 발레핏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010-2773-0322
150,000 싱잉볼 차크라 요가명상 워크샵 1차 / 한국요가검정원 / 010-9037-0998
1,500,000 번지피트니스 지도자과정 모집 / 번지피지오 / 010-4399-3664
800,000 플라잉요가 베이직+심화 과정(소규모) / 플라잉요가인 / 010-7511-3574, 카톡: parksa777

200,000 발레필라테스 워크샵 / 02-2232-2135
2,0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 / 블리스평생교육원 / 010-3177-7816

30,000 12월 주말 원데이 클래스 Vinyasa & Relaxation / 북촌요가원
600,000 프리햅 운동전문가 (PES)자격증 과정 - 체형개선 및 움직임 교정, 예방 운동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70,000 볼테라피 근골격계질환 통증 예방 솔루션 강의 16차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1,600,000 필라테스 단기집중 지도자과정 (매트) / KEPA/ 02-2232-2135

50,000 번지플라이 잠실 워크샵 / 드림핏스쿨 / 010-5068-7264, 010-4926-3935

UpDated

49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반 레벨 1,2 서커스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 카톡:mhih7
60,000 영국워크샵에서 돌아온 예신희 선생님의 특별한 수련 / 코브라요가
50,000 레슨의 로드맵 실기 평가 전략(촉지 해부학과 평가 실기) - 상지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80,000 제26차 임산부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10-2773-0322, 02-2672-2240

UpDated

590,000 필라테스 지도자반 (소도구포함 )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카톡:mhih7

2019. 12. 04

서울

2019. 12. 04

서울

5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을 해결하는 실기 전략 - 상지(평일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04

서울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12월 정규반 모집(평일반 5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05

서울

890,000 요가 지도자과정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2019. 12. 05

서울

50,000 레슨의 로드맵 실기 평가 전략(촉지 해부학과 평가 실기) - 하지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06

서울

5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을 해결하는 실기 전략 - 하지(평일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대구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부산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전북

직접문의 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엘필라테스 &요가 / 063-842-1114

2019. 12. 07

부산

1,800,000 플라잉요가 통합과정 / 와이요가 / 051-945-5999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서울

2019. 12. 07

부산

직접문의 주제별 주말워크샵 Master your body / 카이젠요가

2019. 12. 08

서울

5,500,000 CPS 필라테스 지도자자격 과정 2기(17주 주말과정 )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2019. 12. 08

서울

2019. 12. 08

서울

2019. 12. 08

서울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1부: 골반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2019. 12. 08

서울

120,000 발레핏 심화코스 워크샵 / 코세리아카데미 / 010-9498-2508

2019. 12. 08

부산

50,000 임산부 산전 케어 스페셜 세미나 / 쉼표필라테스 / 010-7597-0073

2019. 12. 08

부산

33,000 번지피지오 원데이 오픈 클래스 / 번지피지오 / 010-4399-3664

2019. 12. 08

서울

2019. 12. 08

경기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인스타: Roel____

2019. 12. 08

서울

100,000 자세평가와 움직임 평가를 통한 근육 불균형과 보상패턴을 평가할 수 있는 도수 근력 검사 세미나 / 010-6401-3536

2019. 12. 09

서울

2019. 12. 09

대구

2019. 12. 09

대구

2019. 12. 09

서울

3,800,000 국제 요가 강사 교육 RYT200 34 기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2019. 12. 10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2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10

서울

2019. 12. 10

서울

2019. 12. 11

서울

50,000 레슨의 로드맵 실기 평가 전략(촉지 해부학과 평가 실기) - 상지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12

서울

5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을 해결하는 실기 전략 - 하지(평일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13

서울

2019. 12. 13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요가 지도자 과정-2급(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19. 12. 13

서울

50,000 레슨의 로드맵 실기 평가 전략(촉지 해부학과 평가 실기) - 하지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19. 12. 13

경북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2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14

대구

30,000 스탠딩아크로요가 워크샵 / 크로우요가 / 0103781-0653, 인스타: crow_acro_yoga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19기(토요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기구(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14

경기

2019. 12. 14

경기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대구

600,000 프리야 임산부 요가 지도자과정 in 대구 / 요가쿨라 / 053-383-0214, 010-2337-0214

2019. 12. 14

서울

49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반 레벨 1,2 서커스 - 주말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 카톡:mhih7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전남

600,000 (전남 장흥)번지플라이 국제자격취득과정 / 드림핏스쿨 / 010-5091-4573, 010-6706-6740

2019. 12. 14

부산

600,000 (부산 해운대)번지플라이 국제자격취득과정 / 드림핏스쿨 / 010-8579-0880, 010-6706-6740

2019. 12. 14

서울

600,000 (잠실)번지플라이 국제자격취득과정 / 드림핏스쿨 / 010-5068-7264, 010-6706-6740

2019. 12. 14

부산

196,000 펌프 교정 요가 워크샵 / 인소울요가 / 010-5731-1277, 카톡: ddwo120913

2019. 12. 14

서울

400,000 발레톤 국제자격취득과정 / 한국뷰티니스예술진흥원 / 02-3444-7833, 카톡: dreamfit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서울

2019. 12. 14

부산

2019. 12. 14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2급(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19. 12. 14

서울

직접문의 EHP 엘리허먼 미국 국제 강사자격증 과정 / 02-720-9877, 010-5263-5735

UpDated

2019. 12. 14

서울

420,000 Flying Grounding / KYF 아카데미 / 02-401-5935

2019. 12. 15

부산

150,000 볼 테라피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19. 12. 15

서울

100,000 필라테스 운동생리학 & 영양학 / 트루디필라테스 / 010-7101-7697

2019. 12. 15

서울

2019. 12. 15

서울

2019. 12. 15

서울

직접문의 Ellie herman 필라테스 매트과정 / 010-5012-0293
80,000 아디다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fh01045319898
80,000 젠링테라피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450,000 요가프라하 전문가과정 9기 / 요가트리 / 010-5385-1895, 070-8777-2040
1,800,000 필라테스 샌디에고 지도자과정 6기(일반지도자과정 ) / 필라테스샌디에고 / 010-9085-3359
900,000 필라테스 샌디에고 지도자과정 6기(스칼라쉽과정 ) / 필라테스샌디에고 / 010-9085-3359
직접문의 플라잉요가 지도자 자격증(주말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100,000 Therapy Ball Self Massage & Restorative Yoga workshop / 루트요가 / 인스타: yogastudioroot
직접문의 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지도자 교육생 모집 / 케어필라테스 / 053-341-1129
300,000 YOoav Avidar 의 GX 스페셜 워크샵 Day 1 - Aero Dance / 드림핏스쿨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30,000 12월 주말 원데이 클래스 Vinyasa & Relaxation / 북촌요가원
1,200,000 그릿필라테스 3급 자격증과정 / MID필라테스 / 02-743-4453, 010-6265-1006
70,000 기능성 움직임 검사(FMS)와 움직임 교정을 위한 프리햅 운동 32차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150,000 프리스팀 IASTM 도구를 이용한 근막관리 방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90,000 발레핏 베이직 코스 워크샵 / 코세리아카데미 / 010-9498-2508
30,000 <마음을 예술하다 > 명상X예술치료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직접문의 요가지도자 STANDARD 과정 82기 / KYF아카데미 / 051-361-3516
20,000 요가여행자 위보람이 들려주는 생생한 Story : 요가하며 외국에서 한달살기 / 요가블리스 &필라테스 / 010-3177-7816

50,000 필라테스 강사들을 위한 연말파티 - 아로마 크림 만들기 / 민트리온 / 010-8633-5006
50,000 필라테스 강사들을 위한 연말파티 - 1:1 마사지 테크닉 / 민트리온 / 010-8633-5006
100,000 맹부(김인중 선생님) 니드라 워크샵 - 니드라의 그 실체와 변용 / J 요가원 / 010-5457-5256

UpDated
UpDated

300,000 YOoav Avidar 의 GX 스페셜 워크샵 Day 2 - Step / 드림핏스쿨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80,000 밴드 소도구 필라테스 과정 6차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90,000 발레핏 심화 코스 워크샵 / 코세리아카데미 / 010-9498-2508
UpDated

10,000 원데이 요가 클래스 - 외적의식과 내적의식통합 아쉬탕가 빈야사요가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300,000 오리지널 젠링 근막릴리즈 지도자 과정 / 수성대학교 평생교육원 / 070-4027-0886
400,000 기초해부학 4주 과정 / 비욘드바디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5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을 해결하는 실기 전략 - 상지(평일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무료 젠링 체험 특강 / 한국젠링협회 / 070-4027-0886

UpDated
UpDated

200,000 트라이베카 필라테스 클래식 워크샵 - 리포머 온더 캐딜락 / 010-7449-3433

800,000 통합 숲 힐러전문가 과정 개설 / 02-549-8810

UpDated

80,000 폼롤러필라테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80,000 포지션별 핸즈온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80,000 제26차 임산부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10-2773-0322, 02-2672-2240

400,000 기초해부학 4주 과정 / 비욘드바디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5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마스터클래스 젠링 산후요가 / 아쉬탕가제니요가 / 031-559-6568, 010-8887-3896
70,000 요가링 워크샵 11차 / 010-4248-7897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코스 (기구)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30,000 12월 주말 원데이 클래스 Vinyasa & Relaxation / 북촌요가원
590,000 필라테스 지도자반 (소도구포함 ) - 주말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카톡:mhih7
30,000 <마음을 예술하다 > 명상X예술치료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60,000 처음시작 아로마테라피 - 라이프 활용편 / 무빙요가 / 010-3394-9693
200,000 트라이베카 필라테스 클래식 워크샵 - 클래식 필라테스 변형 / 010-7449-3433
150,000 코어얼라인 특강 / B.B필라테스 / 051-741-8865

70,000 짐볼 필라테스 & 임산부 산전 짐볼 운동법 과정 8차/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1부: 골반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직접문의 요가지도자 STANDARD 과정 81기 / KYF아카데미 / 02-401-5935

UpDated

UpDated

2019. 12. 15

서울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인스타: Roel____

2019. 12. 15

서울

10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을 해결하는 실기 전략 - 상지, 하지 종합(주말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19. 12. 15

인천

80,000 시바난다 요가 워크샵 / 꿈쿠라요가아카데미 / 032-567-0361, 010-4393-0369

UpDated

2019. 12. 15

부산

50,000 요가저널라이브 - 소도구 필라테스 / 요가저널코리아 / 02-6013-3545

UpDated

2019. 12. 15

부산

50,000 요가저널라이브 - 팝 필라테스 / 요가저널코리아 / 02-6013-3545

UpDated

2019. 12. 16

대전

3,500,000 필라테스 지도사 주중반 / 예다움필라테스 / 042-826-6969

2019. 12. 17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1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19. 12. 17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17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자격증반 및 재활전문가반 (오전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2019. 12. 20

인천

2019. 12. 21

서울

1,200,000 컨디셔닝 케어 전문가 과정(CRS) 27기 / 바디메카닉 등 / 010-5409-4652

2019. 12. 21

서울

190,000 인텐시브 아엥가요가 워크샵 / 트리요가 / 02-587-7273, 카톡: treeyoga

2019. 12. 21

서울

2019. 12. 21

서울

2019. 12. 21

서울

2019. 12. 21

서울

250,000 한국전통물리치료학회 근골격계 -내장기계 접근법 / 한국전통물리치료학회 / 010-8515-4379

UpDated

2019. 12. 21

서울

150,000 프리스팀 IASTM 도구를 이용한 근막관리 방법 73차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2019. 12. 22

서울

2019. 12. 22

서울

180,000 클래식 매트 필라테스 워크샵 / KEPA / 02-2232-2135

2019. 12. 22

서울

150,000 보수 워크샵 / KEPA / 02-2232-2135

2019. 12. 22

서울

2019. 12. 22

경기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1부: 골반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2019. 12. 22

경기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인스타: Roel____

2019. 12. 25

경북

120,000 도구를 이용한 인텐시브 아엥가요가 워크샵 / 에코요가 / 010-2951-2555

2019. 12. 26

서울

3,500,000 12월 취업실무 단기반(평일반)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2019. 12. 26

서울

3,5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2월 취업실무 단기반(평일)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2019. 12. 28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28

서울

1,250,000 산전산후 필라테스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19. 12. 28

경기

2,200,000 요가 지도자 자격증 / 리사요가 아카데미 / 032-323-3860, 010-8948-2358

2019. 12. 28

부산

2019. 12. 28

경기

2019. 12. 28

경북

2019. 12. 28

강원

2019. 12. 28

대전

2019. 12. 28

경기

2019. 12. 28

서울

2019. 12. 29

부산

2019. 12. 29

인천

2019. 12. 29

서울

1,090,000 요가 단기집중 지도자과정 -실무반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2019. 12. 30

서울

3,500,000 12월 취업실무 단기반(평일반)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2019. 12. 30

서울

3,5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2월 취업실무 단기반(평일)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2019. 12. 31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17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1. 01

부산

2020. 01. 02

서울

2020. 01. 02

경기

250,000 매트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단기속성반 / 리썸요가협회 / 010-2055-2929

2020. 01.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코스 (기구)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기구(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

2020. 01. 03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03

경기

2020. 01. 04

서울

2020. 01. 04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2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1. 04

경기

3,040,000 재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자격증반 ) / 굿스파인필라테스협회 / 010-9211-8170, 카톡: aje817

2020. 01. 04

서울

1,100,000 교정운동 전문가 자격과정 36차(토요일반 )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2020. 01. 04

서울

2020. 01. 04

경기

2020. 01. 04

서울

2020. 01. 04

대구

2020. 01. 04

서울

2020. 01. 04

서울

4,300,000 P.M.P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주말반 / 02-525-9789, 010-4284-9789

2020. 01. 04

광주

4,300,000 P.M.P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주말반 / 010-7285-6685

2020. 01. 04

서울

3,300,000 2020 IMMI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주말반)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1. 04

서울

2020. 01. 04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매트(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1. 04

인천

직접문의 르블랑 재활(체형관리 )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010-9467-7736

UpDated

2020. 01. 05

서울

3,500,000 12월 취업실무 단기반(주말반)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2020. 01. 05

서울

1,100,000 교정운동 전문가 자격과정 36차(일요일반 )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2020. 01. 05

서울

550,000 필라테스 전문교육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020. 01. 05

서울

500,000 실기위주의 실전강의 재활필라테스 워크샵 2기(척추 재활)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2020. 01. 05

서울

2020. 01. 05

서울

2020. 01. 05

서울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1월 정규반 모집(주말반 6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20. 01. 05

부산

130,000 교정요가 Correct Posture YOGA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UpDated

2020. 01. 06

서울

2020. 01. 06

경기

직접문의 임산부 요가 지도자 과정 / 다나요가 / 031-295-5007

2020. 01. 07

서울

1,600,000 기능 해부학 A 과정(60시간)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1. 07

서울

2020. 01. 07

서울

2020. 01. 08

서울

2020. 01. 08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매트(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1. 08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요가 지도자 과정-3급(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1. 10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 운동 해결 전략 과정(평가)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0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2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요가지도자 자격증(토요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2020. 01. 11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19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UpDated

550,000 인사이드 플로우 TTC / 치타요가 / 032-816-5222

50,000 요가타운 워크샵 요가기초근육학 / 대한생활요가협회 / 010-8674-3268
700,000 2019 하반기 요가쿨라 프리야 빈야사 지도자과정 / 요가쿨라 / 02-3143-2620, 010-5137-5778
직접문의 플라잉요가 심화 워크샵(주말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1,870,000 소마테라피요가 지도자과정 -B 과정(90시간) / 소마요가 / 010-2659-3959)

30,000 12월 주말 원데이 클래스 Vinyasa & Relaxation / 북촌요가원
UpDated

220,000 도구를 이용한 인텐시브 아엥가요가 워크샵 / 디얀요가원 / 010-2951-2555
20,000 수리야나마스카라 (기부수련 ) / 바나함요가 / 031-475-2600
600,000 (구미)번지플라이 국제자격취득과정 / 드림핏스쿨 / 010-4796-8988, 010-6706-6740
600,000 (춘천)번지플라이 국제자격취득과정 / 드림핏스쿨 / 010-2775-8255, 010-6706-6740
3,500,000 필라테스 지도사 주말반 / 예다움필라테스 / 042-826-6969
15,000 108 요가 말라(목걸이) 만들기 / 바나함요가 / 031-475-2600, 010-3137-3196
10,000 레슨의 로드맵 실기 평가 전략(촉지 해부학과 평가 실기) - 종합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89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바른입문 High & Low 통합과정 / 쉬즈요가 / 010-4399-3664, 인스타: half_luna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1부: 골반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UpDated

150,000 소마테라피 걷기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18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50,000 소도구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단기속성반 / 리썸요가협회 / 010-2055-2929
4,950,000 나디아요카칼리지 국제요가자격증 / 나디아요가 / 02-459-6311, 010-5002-6311

500,000 실기위주의 실전강의 재활필라테스 워크샵 2기(기초 재활)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3,8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자격증반 )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 010-9211-8170, 카톡: aje817
550,000 요가지도자 전문교육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직접문의 RYT200 국제요가지도자 과정 / 유즈요가토론토 / 010-3662-0060
600,000 자세&움직임전문가 과정 정규반 8기 모집 / HEAKING MOVE / 010-2811-4609

600,000 번지플라이 국제강사 교육과정 / 드림핏스쿨 / 010-9033-3862, 카톡: dreamfit

550,000 플라잉요가 전문교육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3,400,000 필라테스 단기집중 지도자과정 (기구) / KEPA / 02-2232-2135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과정 with Cherry herzog lv.1(4 Modules) 7 기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UpDated

990,000 CES-PTC 퍼스널트레이너 자격과정 24차(평일반)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4,180,000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1월 정규반 모집(평일반 7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530,000 리빙기타와 함께하는 바루나 선생님의 하타요가 지도자 과정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직접문의 필라테스 자격증반 및 재활전문가반 (토요 주말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UpDated

2020. 01. 11

인천

4,400,000 MPA 국제기구필라테스 (매트, 소도구, 기구필라테스 ) 지도자 교육과정 / 필라테스 &K / 032-501-0667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 운동 해결 전략 과정(평가)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2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코스 (기구)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기구(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1,320,000 요가지도자 과정 / 요가웍스하우스 / 카톡: zozododo

2020. 01. 11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3급(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2

서울

500,000 실기위주의 실전강의 재활필라테스 워크샵 2기(수술 후 재활)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2020. 01. 12

경기

300,000 아쉬탕가 세컨인트로 &어저스트먼트 워크샵 / 요가유즈 / 010-8938-3609

2020. 01. 12

대구

200,000 HIIT(고강도인터벌트레이닝 ) 1Day 워크샵 / 한국뷰티니스예술진흥원 / 010-9033-3862, 카톡: dreamfit

2020. 01. 12

부산

2020. 01. 13

서울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과정 with Cherry herzog lv.3(Module1)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2020. 01. 13

서울

3,300,000 2020 IMMI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평일반)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1. 17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18

서울

3,99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주말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 본점) / 02-878-8244, 010-6306-3215

2020. 01. 18

경기

2020. 01. 18

경기

55,000 18th AFIC MINDBODY CONVENTION - Master Class(120min) / 02-3444-7833,

2020. 01. 18

경기

70,000 18th AFIC MINDBODY CONVENTION - Bungeefly Class / 02-3444-7833, 카톡: dreamfit

2020. 01. 18

경기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9

대구

2020. 01. 21

서울

3,99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평일 오후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 본점) / 02-878-8244, 010-6306-3215

2020. 01. 22

서울

3,99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평일 오후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마곡점)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1. 22

서울

3,99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평일 저녁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 본점) / 02-878-8244, 010-6306-3215

2020. 01. 24

인도

2020. 01. 28

서울

2020. 01. 28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기구 Lv.1(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2020. 01. 29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0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1. 31

서울

1,250,000 ANDREA MAIDA 3Days Workshop / 02-423-0353, 010-8230-0353

2020. 02. 01

서울

3,99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매트+기구), 기초해부학 , 재활 과정 / 뉴얼라인 필라테스 (신림점) / 02-878-8244, 010-6306-3215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3,900,000 NEW 2020 임산부운동처방사 P.E.C 1기 토요반 / 맘스바디케어 / 02-554-3320

2020. 02. 01

경기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1기 모집 / 다나한기구 필라테스 / 010-3005-4995

UpDated

2020. 02. 02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기구 Lv.1(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2. 03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과정 31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2. 03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3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2. 04

서울

3,99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매트+기구), 기초해부학 , 재활 과정 / 뉴얼라인 필라테스 (신림점) / 02-878-8244, 010-6306-3215

2020. 02. 04

서울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0기(평일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020. 02. 06

부산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Beginner, Intermediate 1 Seminar) / 원업필라테스 / 051-255-1511

2020. 02. 08

부산

직접문의 필라테스 (대기구) 지도자과정 / 온요가필라테스 / 051-203-1525

2020. 02. 08

부산

2020. 02. 08

서울

2020. 02. 08

경기

2020. 02. 08

서울

2020. 02. 12

서울

2020. 02. 14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요가 지도자 과정-1급(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2020. 02. 15

서울

2,700,000 요가트리 테라피요가 지도자 과정 / 요가트리 / 010-5385-1895, 070-8777-2040

2020. 02. 16

서울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1기(일요일반 )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020. 02. 16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1급(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2. 18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기구 Lv.2(주중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2. 21

강원

2020. 02. 22

부산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020. 02. 23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기구 Lv.2(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2. 29

서울

4,00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트 2020상반기 RYT200 과정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UpDated

2020. 03. 06

서울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과정 with Cherry herzog lv.3(Module2)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2020. 03. 07

서울

3,500,000 소마니야사 지도자과정 RYT200 / 유솜요가 / 010-9563-5655, 카톡: 유솜요가

2020. 03. 07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소도구(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3. 07

경기

직접문의 경희대학교 2019년 겨울학기 요가 지도자 과정-임산부(주말반) / 경희대학교 요가&필라테스 교육협회 / 031-201-3623

UpDated

2020. 03. 08

서울

1,300,000 아쉬탕가 빈야사요가 100h / 유솜요가 / 010-9653-5655

UpDated

2020. 03. 16

대전

직접문의 스탓(STOTT)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 / 이음필라테스 / 010-7234-4035

2020. 03. 16

서울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2기(오전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020. 04. 04

서울

2020. 05. 16

부산

3,100,000 RYT200 국제요가지도자과정 모집 / 카이젠요가

2020. 06. 02

서울

1,870,000 소마테라피요가 지도자 과정 B(90시간)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6. 11

부산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Intermediate 2, Advanced Seminar) / 원업필라테스 / 051-255-1511

2020. 07. 04

대구

3,350,000 RYT200 국제요가지도자 과정 모집 / 요가쿨라 / 053-383-0214, 010-2337-0214

11월 직접문의

경기

11월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반 / 네이쳐요가앤필라테스 / 031-572-2015, 010-2559-7003

11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FLINGYOGA TEACHER COURSE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1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PILATES TRAINER COURSE( 베이직, 소도구)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1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YOGA 3급, 2급 TRAINER CORSE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1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TYPK600 지도자 모집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055-388-6799

11월 직접문의

경기

1,100,000 플라잉요가 자격증(하이+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010-4892-8726

11월 직접문의

경기

700,000 플라잉요가 자격증(하이) / 다나요가 / 031-295-5007, 010-4892-8726

11월 직접문의

경기

590,000 플라잉요가 자격증(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010-4892-8726

500,000 실기위주의 실전강의 재활필라테스 워크샵 2기(사지 재활)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280,000 BUNGEEFLY SPECIAL-LEVEL 2 국제자격과정 / 한국뷰티니스예술진흥원 / 010-6706-6740, 카톡: dreamfit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0,000 HIIT(고강도인터벌트레이닝 ) 1Day 워크샵 / 한국뷰티니스예술진흥원 / 010-9033-3862, 카톡: dreamfit
300,000 아크로요가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코스 / 요가아틀리에 / 010-6243-1460

600,000 필라테스 지도자 TTC 정규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02-776-5118
직접문의 필라테스 강사 세미나 웜업쿨다운 실전과정 / 스튜디오 연 / 02-899-0736

UpDated
UpDated
UpDated

35,000 TANZ 1 Day Open Class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UpDated

240,000 18th AFIC MINDBODY CONVENTION - All day(Bungeefly 제외) / 02-3444-7833, 카톡: dreamfit
카톡: dreamfit

150,000 에볼루션플로우 워크샵 with 창시자 샤일라 / 바나함요가 / 010-3137-3196, 031-3137-2600
2,300,000 그릿필라테스 2급 자격증과정 / MID필라테스 / 02-743-4453, 010-6265-1006
100,000 캐딜락 무브먼트 마스터 코스 / 010-4787-2576
150,000 에볼루션플로우 워크샵 with 창시자 샤일라 / 010-5136-5622

230,000 인도 리시케시 정통요가 RYT50 코스 / 꿈쿠라요가 / 032-567-0361, 010-4393-0369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 운동 해결 전략 과정(운동)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UpDated
UpDated

700,000 인요가 심화학습 지도자과정 - 해부학 모듈 30시간 / 유솜요가 / 010-9563-5655, 카톡: ioimini9

150,000 볼 테라피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4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350,000 MCS 움직임교정 전문가 레벨1. 핏스트레칭 (4기) / 코어발란스핏 / 010-2036-5211, 카톡: corebalancefit
500,000 빈야사요가 지도자 TTC 정규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02-776-5118

UpDated

3,99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매트+기구), 기초해부학 , 재활 과정 / 뉴얼라인 필라테스 (신림점) / 02-878-8244, 010-6306-3215
UpDated

830,000 Jo barnett 선생님의 인요가와 기능해부학 심화 과정 / 02-548-3967
1,870,000 소마테라피요가 지도자과정 -B 과정(90시간) / 소마요가 / 010-2659-3959)
450,000 인요가 심화학습 지도자과정 - 경락 모듈 20시간 / 유솜요가 / 010-9563-5655, 카톡: ioimini9
300,000 Anatomy of Movement / MID 필라테스 / 02-743-4453, 010-6265-1006
2,600,000 포레스트요가 정규 9일, 어드밴스 티쳐 트레이닝 과정 / 코브라요가 / 02-532-0714

660,000 임산부 요가지도자 과정 / 요가웍스하우스 / 카톡: zozododo

65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기초반) / 카르티 요가원 / 031-889-7718

700,000 플라잉요가 자격증(하이) / 다나요가 / 031-295-5007, 010-4892-8726

11월 직접문의

경기

11월 직접문의

경기

11월 직접문의

경기

1,6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재활교정 )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11월 직접문의

서울

1,20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3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11월 직접문의

서울

1,48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5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11월 직접문의

서울

2,68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8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11월 직접문의

서울

4,54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NYT 국제마스터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12월 직접문의

경기

12월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 지도자과정 (소수정예 ) / 더필라테스재활교육협회 / 010-7747-6633, 010-8688-6639

12월 직접문의

경기

1,4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2(대기구)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12월 직접문의

서울

12월 직접문의

서울

2,500,000 클래식 기구 필라테스 교육(클래식리포머 , 운다체어 , 래더바렐 , 캐딜락) / 리가야필라앤요가 / 070-8851-1151

12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YOGA 3급, 2급 TRAINER CORSE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2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PILATES TRAINER COURSE( 베이직, 소도구)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2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TYPK600 지도자 모집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2월 직접문의

서울

1,60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lv.1(매트, 소도구) / KEPA / 02-2232-2135

12월 직접문의

서울

2,20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lv.2(기구) / KEPA / 02-2232-2135

12월 직접문의

서울

6,72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lv.국제마스터 / KEPA / 02-2232-2135

12월 직접문의

서울

3,80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종합 실무반 1(매트, 소도구, 기구) / KEPA / 02-2232-2135

12월 직접문의

서울

5,00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종합 실무반 2(매트, 소도구, 기구,재활) / KEPA / 02-2232-2135

12월 직접문의

경기

12월 직접문의

경기

12월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FLINGYOGA TEACHER COURSE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51-752-1800

12월 직접문의

제주

1,2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 2기 모집(4주 과정) / 요가라움 / 010-9086-4406

1월 직접문의

인도

2020. 01 .05

서울

3,5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2월 취업실무 단기반(주말)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2월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Jina Yoga TTC 200HR / 031-572-2544, 010-2431-0700

2월 직접문의

인천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통합 요가 지도자 자격과정 5기 / 010-9062-4631

직접문의

경기

7,500,000 대기구 + 베이직 필라테스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31-945-9906, 010-3225-3851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인천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Mysore class 아쉬탕가 김하영T 새벽반 / 송학요가원 / 02-953-7764~5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Mysore class 아쉬탕가 박일욱T 새벽,오후반 / 송학요가원 / 02-953-7764~5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Mysore class 아쉬탕가 김미선T 저녁반 / 송학요가원 / 02-953-7764~5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3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450,000 클래식 필라테스 매트 지도자과정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강사 & 준비생을 위한 인텐시브 클래스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직접문의

서울

128,000 인도강사님 지도 인도 전통 Free Style 하타요가 / 송학요가원 / 02-953-7764~5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요가 선생님과 숙련자들을 위한 심화 클래스 / 목동하타요가원 / 02-2648-8992

직접문의

서울

350,000 발레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 010-5772-8212

직접문의

경기

600,000 매트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라인핏 / 010-2837-0994

직접문의

경기

5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 / 라인핏 / 010-2837-0994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아쉬탕가 마이솔 수업 / 유솜요가 / 010-9563-5655

직접문의

서울

4,400,000 명상 지도자 과정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직접문의

서울

5,800,000 국제 요가 강사 교육 RYT500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직접문의

서울

1,100,000 재활전문가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플라잉 지도자 자격 과정 32기 / 010-9062-4631

직접문의

서울

1,20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3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직접문의

서울

1,50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5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직접문의

서울

2,700,000 국제요가지도자 코스 KY800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직접문의

서울

330,000 키즈요가 실무과정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직접문의

서울

330,000 임산부요가 실무과정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직접문의

서울

200,000 매트&소도구 필라테스 지도자교육 / 010-8633-5006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남

7,500,000 대기구, 베이직 필라테스 / 더클래식필라테스 / 055-388-6799, 010-7254-6799

직접문의

경기

2,700,000 요가 강사 자격증 '요가 코리아 얼라이언스 RYT 300' 자격증 이수과정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 재활과정 (소수코칭 ) / 031-945-9906, 010-3225-3851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반 21기 모집 / 마이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8633-5006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반 21기 모집 / 마이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8633-5006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3,0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3(해부학, 매트, 소도구, 재활교정 )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직접문의

경기

4,4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2+3( 해부학, 매트, 소도구, 대기구,재활교정 )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직접문의

서울

1,950,000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과정(매트+기구 통합과정 ) / 리가야필라앤요가 / 070-8851-1151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키즈요가 유아체육 지도자과정 (1급) / 010-4388-1202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자격증 소수정예 특별교육 / 필라테스 더숲 / 010-8633-5006

직접문의

충북

직접문의 RYTK300 요가강사 양성과정 / 화랑요가 / 043-533-5477, 010-9491-1806

직접문의

서울

5,000,000 필라테스 단기집중 지도자과정 (매트+기구) / KEPA / 02-2232-2135

UpDated

직접문의

대구

직접문의 통증 개선 자세 개선 시퀀스 및 동작 분석(개인 레슨 모집)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2020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통합치료학 전공 석사, 박사과정 모집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02-890-2800

UpDated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아쉬탕가 마이솔 클래스 - 유은정 강사 / 요가유즈 / 010-8938-3609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TL 국제 지도자과정 10기 모집 / 아트필라테스 / 02-511-1127~8

UpDated

직접문의 KYIA 오프라인 자격증 요가 지도자과정 / 대한요가지도자협회 / 02-839-8982~3

UpDated

직접문의 요가 아사나 해부학 전문가 과정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UpDated

직접문의 KPIA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대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3281-0470

UpDated

직접문의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590,000 플라잉요가 자격증(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010-4892-8726

7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심화반) / 카르티 요가원 / 031-889-7718

250,000 소도구 필라테스 교육(미니볼, 써클, 밴드, 폼롤러 택 가능) / 리가야필라앤요가 / 070-8851-1151

7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9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2100 인도요가 유학 RYS-300 TTC 과정(한국어로 진행) / 카톡: guhana85

420,000 RYT300 체계적 아헹가 기반 통합요가지도자 11기 / 꿈쿠라요가아카데미 / 032-567-0361, 010-4393-0369

70,000 초보강사를 위한 1:1 티칭레슨 / 010-4350-2013
30,000 초보자도 쉽게하는 도구요가 아헹가 요가 주중 수련 / 꿈쿠라요가아카데미 / 032-567-0361

400,000 1:1 개인레슨 방식 매트필라테스 자격 속성 리코스 과정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010-5554-1274
210,000 1:1 개인레슨 방식 소도구필라테스 자격 속성 리코스 과정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010-5554-1274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브릿지 코스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450,000 3D MUSCLE & MOTION 해부학 및 도수마사지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2963-2848
직접문의 아쉬탕가 마이솔 클래스 with 강경원선생님 / 요가쿨라 / 010-3425-8529, 카톡: oneyoga

200,000 매트&소도구 필라테스 지도자교육 / 010-8633-5006

890,000 필라테스 강사들을 위한 티칭스킬 워크샵 / 필앤필아카데미 / 010-9017-0927, 카톡: 필앤필아카데미

120,000 11월 강사운동반 모집 / 파워하우스 필라테스 / 010-5886-4376

210,000 스프링보드 워크샵 / 리가야필라앤요가 / 070-8851-1151
600,000 DMC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DMC재활운동학회 / 010-3968-0083, 카톡: dmcacademy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동국대학교 요가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 010-4913-8995, 카톡: domg8995)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학점은행제 체육학과정 요가&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연수과정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 010-4913-8995, 02-2260-8995"

UpD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