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을 위한 에이랩의 특별한 프로젝트 ]
교육일정 추천 서비스
지역
서울

2020. 01. 07

서울

2020. 01. 07

서울

4,180,000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2020. 01. 07

경기

1,300,000 요가지도자반 모집 / 리아더요가 / 031-572-9622

2020. 01. 07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화, 목 저녁반) / 리샤필라테스협회 / 02-515-2340, 카톡: lishapilates

2020. 01. 07

서울

직접문의 4인 소수정예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 민트리온 / 010-863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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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08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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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08 직접문의

비용

제목/협회

개강일
2020. 01. 07

자격/지도자과정

워크샵/세미나

Updated

1,600,000 기능 해부학 A 과정(60시간) / 소마요가 / 010-2659-3959
990,000 CES-PTC 퍼스널트레이너 자격과정 24차(평일반) / CES KOREA( 대한교정운동전문가협회 )

49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반 레벨 1,2 서커스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 카톡:mhih7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1월 정규반 모집(평일반 7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무료 아유르베다 경전읽기 / 슈리베다 스튜디오
890,000 요가 지도자과정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2020. 01. 09

서울

2020. 01. 10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전략 매뉴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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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028-9376

2020. 01.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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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1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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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전략 매뉴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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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필라테스 강사 세미나 웜업쿨다운 실전과정 / 스튜디오 연 / 02-899-0736

2020. 01. 11

부산

2,300,000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5기 지도자과정 (주말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 051-625-1110, 010-7478-7752

2020. 01.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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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1

대전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부산

2,500,000 호흡법(Prāṇāyāma) & 명상법(Dhyāna) 프로그램 32기 / Open Hand 명상원 / 010-2108-0258

2020. 01. 11

서울

2,00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10, 11기 교육생모집 / 바디케어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8484-2909, 010-9990-7370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골프 필라테스 / 민트리온 / 010-8633-5006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경기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2020 상반기 요가 지도자 과정 1,2,3급 수강생 모집 / 요가투바비 / 02-591-8177

2020. 01. 11

경기

1,000,000 번지피트니스 운동 지도자 과정(김포점) / 플라이번지피트니스협회 / 010-9616-0140

2020. 01. 11

서울

150,000 제 30차 임산부를 위한 산전&산후 필라테스 과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20. 01. 11

경기

350,000 리마요가휠 워크샵 / 010-5796-6936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250,000 요가인 아쉬탕가 특강 / 요가인 / 010-8966-3163

2020. 01. 11

서울

300,000 GARUDA MAT FOUNDATION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1. 11

서울

300,000 GARUDA Apparatus A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서울

110,000 초보강사를 위한 리얼 꿀팁 One Day Seminar / 수아필라테스 / 010-9167-8535

2020. 01. 11

서울

340,000 김동진 아쉬탕가 프라이머리 워크샵 / 목동하타요가원 / 02-2648-8992

2020. 01. 11

대구

2020. 01. 11

서울

2020. 01. 11

부산

2020. 01. 11

인천

30,000 1월 토요 어드밴스드 요가 - 인사이드 플로우 / 꿈쿠라요가

UpDated

2020. 01. 11

인천

30,000 1월 토요 어드밴스드 요가 - 골반과 척추를 위한 인요가 / 꿈쿠라요가

UpDated

2020. 01. 11

경기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반 모집 / 031-703-0008, 010-2541-8222

UpDated

2020. 01. 11

서울

직접문의 국제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월 취업실무 정규반(평일)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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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산

직접문의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2기(화목반) / 원업필라테스 / 010-5659-1511, 카톡: iloveyou00a

2020. 01. 12

부산

직접문의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2기(일요반) / 원업필라테스 / 010-5659-1511, 카톡: iloveyou00a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부산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워크샵 With Charry Herzog(Super Advanced Reformer & Cadilac) / 필라테스원 / 010-8431-3737

2020. 01. 12

서울

2,200,000 요가 전문가 과정 200시간 교육(요가, 명상, 아로마) / 쏘울메이트 요가 / 010-7592-1626

2020. 01. 12 직접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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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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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00 싱잉볼 지도자 교육과정 (2 Days) / 세븐데이즈 요가&필라테스 / 010-4258-7709
550,000 시니어 요가 워크샵 /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 02-537-8877

500,000 인요가 지도자과정 Part 1. 인요가와 해부학 / 요가문서울 / 02-702-7502
직접문의 힙조인트 플로우 요가 워크샵 / 리사요가 아카데미 / 032-323-3860, 010-8948-2358
100,000 점프백 점프스루 아쉬탕가 워크샵 / 나비요가 더 옴 / 010-4540-2468

60,000 워킹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60,000 인스프릿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10,000 유솜요가 소마니야사요가 발표회 / 유솜요가 / 010-0563-5655

무료 젠링 체험 특강 / 한국젠링협회 / 070-4027-0886
70,000 45차 피트니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형평가 및 동작분석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50,000 필라테스 강사를 위한 어깨 충돌증후군 / 더퀸 필라테스 / 010-2265-2008, 카톡: KPTF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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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000 요가 지도자과정 - 주말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33,000 번지피지오 1Day 오픈 클래스 / 번지피지오 / 010-4399-3664
40,000 소마테라피 with 젠링 미니워크샵 / 유솜요가 / 010-9563-5655

150,000 원데이 워크샵: Back to Basics / 슈리베다 스튜디오
700,000 Flying Air / KYF 아카데미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부산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2020. 01. 1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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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2

서울

100,000 재활 트레이닝 필수 테크닉 통증 감소와 ROM 증가에 효과적인 관절가동술 세미나 / 옵티멀무브 / 010-6401-3536

60,000 무릎 통증과 재활운동방법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70,000 32차 기능성 움직임 검사(FMS)와 움직임 교정을 위한 프리햅 운동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2부: 머리조절과 체형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500,000 뉴로다이나믹 워크샵 / 이엔필라테스교육협회 / 010-2265-2008, 카톡: kptf
직접문의 필라테스 강사 세미나 웜업쿨다운 실전과정 / 스튜디오 연 / 02-899-0736
70,000 제9차 짐볼 필라테스 & 임산부 산전 짐볼 운동법 과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2020. 01. 12

서울

60,000 흔한 무릎 통증의 재활운동 방법 / 리업필라테스 / 02-3402-0888

UpDated

2020. 01. 12

서울

30,000 명상을 통한 호흡과 이완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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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서울

250,000 더올바른필라테스 지도자 과정(평일반) / 더올바른필라테스 / 010-3742-7453

2020. 01. 13

경기

2020. 01. 14

부산

2020. 01. 14

광주

2020. 01. 15 직접문의

120,000 필라테스 강사를 위한 스프링보드 워크샵 / 이엔필라테스교육협회 / 010-9916-0866, 031-866-0066

UpDated

2,300,000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5기 지도자과정 (평일반)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 051-625-1110, 010-7478-7752
150,000 요가명상 클래스 / 운림요가원 / 010-8605-1563, 010-9064-5257

UpDated

70,000 원데이 워크샵: Back to Basics / 슈리베다 스튜디오

2020. 01. 16

서울

1,200,000 그래비티 코스 / 토탈짐코리아

2020. 01. 1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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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7

서울

2020. 01.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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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경기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1,400,000 리포머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16기(주말반) / 한국생활체육지도자 교육원 / 010-2997-8475, 카톡: bbizzz7

2020. 01. 18

서울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워크샵 With Charry Herzog(Mat Master Class - Super Advanced) / 필라테스원 / 010-8431-3737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150,000 수리야 나마스카라 워크샵 with hands on / 서울숲요가브이앤에이 / 02-464-5951

2020. 01. 18

수원

400,000 기초해부학 4주과정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2020. 01. 18

서울

900,000 1월 번지피트니스 지도자과정 모집 / BFY KOREA / 010-6387-5396, 010-3844-8506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50,000 포레스트 요가 워크샵 / 썬요가 / 0507-7212-5127, 카톡: SUNYOGA

2020. 01. 18

부산

70,000 필라테스 소도구 시퀀스 월간 워크샵(1월 폼롤러)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2020. 01. 18

인천

30,000 1월 토요 어드밴스드 요가 - 인사이드 플로우 / 꿈쿠라요가

UpDated

2020. 01. 18

인천

30,000 1월 토요 어드밴스드 요가 - 어깨와 척추를 위한 인요가 / 꿈쿠라요가

UpDated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2020. 01. 18

서울

150,000 프리스팀 (IASTM) 도구를 활용한 근막이완 테크닉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2020. 01. 18

서울

150,000 허리디스크를 이해한 필라테스 / 국제재활코어필라테스 / 010-6515-5403

UpDated

2020. 01. 18

서울

120,000 나마스떼 마사지 워크샵 / 마이트리요가 / 02-749-9642, 카톡: MAITRIYOGA

UpDated

2020. 01. 19

대구

150,000 에볼루션플로우 워크샵 with 창시자 샤일라 / 010-5136-5622

2020. 01. 19

경기

200,000 자세평가 및 자세교정 필라테스 / 국제바디케어운동협회 / 010-8854-2895, 010-2088-2380

2020. 01. 19

서울

280,000 MINDBODY BARRE WORKSHOP / 드림핏스쿨 / 010-9033-3862, 카톡: dreamfitedu

2020. 01. 19

경기

2020. 01. 19

서울

120,000 바레핏 워크샵(심화코스 ) / 코세리 아카데미 / 010-4722-6158

2020. 01. 19

서울

100,000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임상 전문 컨텐츠 워크샵 3부: 견갑대 정렬과 체형교정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스쿨 / 010-5316-4235

2020. 01. 19

서울

570,000 스프링보드 개강 / KEPA / 02-2232-2135

2020. 01. 19

서울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1. 19

경기

150,000 27회 슈로스 오픈 세미나 / 010-4274-1575

UpDated

2020. 01. 19

광주

190,000 재활운동전문가 과정 - Lv.1 자세평가와 촉진 해부학 / 다나필라테스 / 062-574-5504

UpDated

2020. 01. 19

서울

150,000 PNF를 활용한 체형을 바로잡아 주는 FST 근막 스트레칭 테크닉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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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울

2020. 01. 22

서울

직접문의 국제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월 취업실무 정규반(평일)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UpDated

2020. 01. 23

서울

직접문의 국제재활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1월 취업실무 정규반(평일) / 국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2256-2853

UpDated

2020. 01. 24

인도

230,000 인도 리시케시 정통요가 RYT50 코스 / 꿈쿠라요가 / 032-567-0361, 010-4393-0369

2020. 01. 24

서울

150,000 제 31차 임산부를 위한 산전&산후 필라테스 과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20. 01. 24

서울

2020. 01. 27

서울

2020. 01. 28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전략 매뉴얼(운동)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1. 28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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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28

서울

2020. 01. 29

서울

2020. 01. 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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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30

서울

600,000 임산부요가 지도자과정 / 마이트리 / 02-749-9642, 카톡: MAITRI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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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01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 (주말반) / 필라테스 유니버시티 / 010-8974-7095

2020. 02. 01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주말반) / 리샤필라테스협회 / 02-515-2340, 카톡: lishapilates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3,900,000 NEW 2020 임산부운동처방사 P.E.C 1기 토요반 (전 임산부운동재활전문가 PERS 정규과정 ) / 맘스바디케어 / 카카오플친 : 맘스바디케어

2020. 02. 0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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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대전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경기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300,000 재활 운동 전문가 과정 5기 Part 2 하지 / 트루디 아카데미 / 010-7101-7697

2020. 02. 01

경기

350,000 CPS; 교정 필라테스 전문가 과정 A코스 / 안녕, 필라테스 / 010-9294-9103, 010-9466-8648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경기

50,000 하지교차증후군 검사와 교정 전략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3,99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주말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 본점) / 02-878-8244, 010-630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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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마하하타요가 -요가체어를 이용한 깊은 골반오프닝 동작 완성하기 / 010-6706-6740
100,000 수카핸즈온 백밴딩 / 유솜요가 / 010-9563-5655, 카톡: 유솜요가
50,000 하지교차증후군 검사와 교정 전략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60,000 필라핏(유산소+프리웨이트 ) / 민트리온 / 010-8633-5006
10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 실기전략 상지,하지 종합반(주말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70,000 빠완묵따아사나 프로그램 워크샵 / 인소울요가 &필라테스 / 010-5731-1277
90,000 바레핏 워크샵(베이직 코스) / 코세리 아카데미 / 010-4722-6158

30,000 번지피트니스 원데이 오픈클래스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570,000 스프링보드 개강 / KEPA / 02-2232-2135

150,000 수리야 나마스카라 워크샵 with hands on / 서울숲센터 / 02-464-5951, 카톡: seoulyogavna
70,000 18차 볼 테라피 셀프근막이완 (SMR)을 활용한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UpDated

45,000 아로마테라피 원데이 클래스 / 카톡: 2dalbong, 인스타: curly_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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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 46차 피트니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형평가 및 동작분석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0,000 아사나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5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 실기전략 상지반(평일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0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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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반 / 나비요가 더 옴 / 02-2643-3335, 010-4540-2468
50,000 요가타운 워크샵 - 요가기초근육학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500,000 인요가 지도자과정 Part 2. 인요가와 메리디안 / 요가문서울 / 02-702-7502
직접문의 지도자과정 7기 모집 / ICPA / 010-4258-7709
600,000 한국번지피트니스 지도자과정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카톡: inyoga2
직접문의 스포밴드 워크샵 / 리사요가 아카데미 / 032-323-3860, 010-8948-2358
350,000 명강사'가 알려주는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상지 Part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3,800,000 발레핏코리아 36기 지도자과정 (우먼스 피트니스 +메디컬 피트니스 ) / 발레핏코리아 / 010-6614-6521, 카톡: balletfit1004

890,000 프랍 플로우 티쳐 트레이닝 / 썬요가 / 0507-7212-5127, 카톡: SUNYOGA
2,000,000 필라테스 지도자 단기과정 모집 / 필라테스안 / 010-9261-4118

UpDated

1,7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매트) / 한국인재교육원 / 042-489-9666

2020. 02. 01

대전

2020. 02. 01

경기

2020. 02. 01

서울

2020. 02. 01

서울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2. 01

서울

350,000 Anatomy of Movement / 카톡: Morinim, 인스타: hyang_mori

2020. 02. 01

경기

2020. 02. 02

경기

2020. 02. 02

서울

280,000 재활교정 운동전문가 심화과정 1챕터(코어) / 매직바디 / 010-2773-0322, 02-2672-2240

2020. 02. 02

서울

700,000 요가 지도자반 / 나비요가 더 옴 / 02-2643-3335, 010-4540-2468

2020. 02. 02

서울

2020. 02. 02

경기

2,2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평택3기 / K 필라테스 아카데미

2020. 02. 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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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02

서울

2,790,000 필라테스 (매트+소도구+기구) 지도자 자격증 과정 / KALSE / 031-702-2324

2020. 02. 02

부산

1,750,000 번지피트니스 지도자과정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2020. 02. 02

서울

100,000 통증관리와 기능제한 실기전략 상지,하지 종합반(주말반)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2. 02

부산

350,000 요가 이론 & 요가 철학 / 인소울요가 &필라테스 / 010-5731-1277, 070-8776-1277

2020. 02. 02

서울

190,000 왕초보를 위한 기능해부학 클래스 / CES Korea / 02-511-8764, 010-6458-8764

2020. 02. 02

서울

400,000 나니 필라테스 TTC(매트+소도구) / 나니 필라테스 / 010-5237-1018, 인스타: aeju_0702

2020. 02. 02

서울

240,000 진피티 해부학교실 - 예비 필라테서를 위한 해부학 4주 강의 / 진피티 / 카톡: superwellness

UpDated

2020. 02. 02

서울

490,000 초보 강사의 벼락치기 세미나 / 로움 요가&필라테스 / 02-966-3434, 카톡: therapistjun

UpDated

2020. 02. 02

서울

2020. 02. 02

서울

2020. 02. 0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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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03

인천

4,180,000 19기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평일반)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2020. 02. 0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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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화,목 오전반) / 리샤필라테스협회 / 02-515-2340, 카톡: lishapilates

2020. 02.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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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04

서울

2020. 02. 06

부산

2020. 02. 06

서울

2020. 02. 08

부산

2020. 02. 08

부산

2020. 02. 08

서울

2020. 02. 08

경기

2020. 02. 08

서울

2020. 02. 08

서울

2020. 02. 08

서울

2020. 02. 08

경기

2020. 02. 08

경기

직접문의 치유요가 워크샵 / 리사요가 아카데미 / 032-323-3860, 010-8948-2358

2020. 02. 08

서울

직접문의 플라잉요가 44기 TTC / 스카이요가쿨라 / 02-3144-2294

2020. 02. 08

서울

직접문의 요가지도자 STANDARD 과정 82기 / KYF아카데미

2020. 02. 08

경기

2,990,000 200h 요가 TTC / 요가하라 / 031-429-1718

2020. 02. 08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전략 매뉴얼(운동)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2. 08

서울

150,000 하타요가 워크샵 with 마이뜨리 / 더 플라잉 핫요가 / 02-2606-9898, 카톡: fh01045319898

2020. 02. 08

서울

490,000 예시카 플라잉 베이직 TTC / 예시카요가 / 010-9902-9943, 카톡: yesicayoga

2020. 02. 0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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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2. 08

부산

179,000 인소울 팝요가 워크샵 / 인소울요가 &필라테스 / 010-5731-1277, 070-8776-1277

UpDated

2020. 02. 08

경남

2020. 02. 09

서울

2020. 02. 10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2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2.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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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1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아나토미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2. 1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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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4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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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4

서울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과정 lv.1(4 Modules) 8 기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2020. 02. 1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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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5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1기(주말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2. 15

서울

1,400,000 캐딜락+체어+베럴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16기(주말반) / 한국생활체육지도자 교육원 / 010-2997-8475, 카톡: bbizzz79

2020. 02. 15

경기

2,200,000 기구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안녕, 필라테스 / 010-9466-8648

2020. 02. 15

서울

300,000 GARUDA Dhara(Chair)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2. 15

서울

300,000 GARUDA Brick/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2. 15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아나토미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2. 15

서울

2020. 02. 15

서울

2020. 02. 1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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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2. 15

경기

600,000 2월 해부학 특강 모집 / 031-703-0008, 010-2541-8222

UpDated

2020. 02. 15

서울

2020. 02. 15

부산

179,000 밸링 필라테스 워크샵(밸리음악 +써클링+필라테스 ) / 010-5731-1277, 070-877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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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6

서울

2020. 02. 16

서울

2020. 02. 16

서울

2020. 02. 18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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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8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2기(평일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2.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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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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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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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18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3기(평일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2.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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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1

강원

2020. 02. 22

부산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600,000 포레스트요가 정규 9일, 어드밴스 티쳐 트레이닝 과정 / 코브라요가 / 02-532-0714

2020. 02.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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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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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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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 플라잉 베이직 TTC / 하시요가 / 031-591-5547, 010-6591-5547
30,000 하타요가 원데이 클래스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70,000 재활운동 & 교정운동에 필요한 자세분석 강좌 / 코어발란스핏 / 010-2036-5211, 카톡: corebalancefit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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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 자세&움직임 전문가과정 9기 모집 / 힐링무브 / 010-2811-4609

2,700,000 요가 TTC 과정 / 인소울요가 &필라테스 / 010-5731-1277, 070-87761277
590,000 필라테스 지도자반 (소도구포함 ) - 주말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카톡: mhih7

10,000 요가타운무교동 원데이 클래스 - 바른척추를 위한 도구요가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UpDated

UpDated

540,000 근막경선 해부학 1기 모집 / 힐링무브 / 010-2811-4609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7기(Beginner, Intermediate 1 Seminar) / 원업필라테스 / 051-255-1511
890,000 요가 지도자과정 - 평일반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UpDated

직접문의 필라테스 (대기구) 지도자과정 / 온요가필라테스 / 051-20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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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2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450,000 기능해부학 및 촉진기법 / 힐링무브 / 010-2811-4609
700,000 플라잉 지도자과정 기초반 / 카르티요가 / 031.-889-7718

1,8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1기 - Lv.1 소도구 과정(주말반) / 라인짐 / 055-253-2911 010-7106-5604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UpDated

60,000 빈야사 플로우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60,000 팝 필라테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10,000 요가타운무교동 원데이 클래스 - 골반정렬 매트힙업필라테스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UpDated

60,000 레드덤벨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60,000 버닝골반 다이어트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00,000 발레필라테스 / KEPA / 92-223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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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2.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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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2

서울

1,100,000 37기 교정운동전문가 자격증과정 (일요반) / CES KOREA / 010-6458-8764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80,000 젠링테라피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020. 02. 22

서울

400,000 기초해부학 4주과정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2020. 02. 22

서울

2020. 02. 22

서울

2,600,000 언드밴스 티쳐 트레이닝 정규 9일과정 / 코브라요가 / 02-532-0714

2020. 02. 23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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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3

서울

2020. 02. 23

서울

2020. 02. 23

서울

2020. 02. 25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3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2. 25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1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2. 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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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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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9

대구

2,200,000 필라테스 16주 지도자 과정 13기 모집(매트) / ICPA / 010-8626-7227, 053-792-3822

2020. 02. 29

대구

2,400,000 필라테스 16주 지도자 과정 13기 모집(기구) / ICPA / 010-8626-7227, 053-792-3822

2020. 02. 29

대구

700,000 필라테스 16주 지도자 과정 13기 모집(소도구) / ICPA / 010-8626-7227, 053-792-3822

2020. 02. 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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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2. 29

서울

1,200,000 GEMS STEP 스페셜 워크샵 / 드림핏스쿨 / 010-9033-3862

2020. 02. 29

서울

2020. 02. 29

경기

3,200,000 국제요가 자격증반 모집 RYT200 yogaOne / 010-9109-8233, 카톡: EvaYogaOne

2020. 02. 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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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2. 29

서울

500,000 매트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바디플로우청담 / 010-9995-1173, 카톡: haniggu

UpDated

2020. 03. 01

경기

1,500,000 아쉬탕가 요가 지도자 자격과정 모집 / 살린요가 / 031-234-1533

2020. 03. 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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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3. 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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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3. 0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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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3. 03

서울

2020. 03.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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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07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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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07

경기

700,000 플라잉 지도자과정 심화반 / 카르티요가 / 031.-889-7718

2020. 03. 07

경기

990,000 MCS 움직임교정 전문가 레벨2. 핏스트렝스 (5기) / 코어발란스핏 / 010-2036-5211

2020. 03. 07

서울

300,000 GARUDA Chakra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3. 07

인천

2020. 03. 07

서울

4,180,000 20기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토요반) / 보눔필라테스 / 010-6677-1456

2020. 03. 07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3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3. 07

서울

1,800,000 필라테스 샌디에고 지도자과정 7기 모집 - 일반지도자 과정 / 필라테스샌디에고 / 010-9085-3359

2020. 03. 07

서울

900,000 필라테스 샌디에고 지도자과정 7기 모집 - 스칼라쉽 과정 / 필라테스샌디에고 / 010-9085-3359

2020. 03. 07

서울

2020. 03. 07

서울

2020. 03. 07

인천

4,180,000 21기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주말반)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UpDated

2020. 03. 07

서울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20. 03. 07

서울

2020. 03. 08

서울

2020. 03. 08

서울

2020. 03. 08

경기

3,400,000 요가 지도자 자격증반 / 카르티요가 / 031.-889-7718

2020. 03. 08

서울

직접문의 국제요가강사교육 RYT200 36 기(토요반)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2020. 03. 08

서울

150,000 보수필라테스 / KEPA / 02-2232-2135

UpDated

2020. 03. 08

서울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20. 03. 09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5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3. 09

서울

4,000,000 2020 IMMI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4기(평일반)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2020. 03. 09

서울

2020. 03. 14

서울

2020. 03. 14

서울

2020. 03. 15

서울

2020. 03. 15

서울

직접문의 요가지도자 STANDARD 과정 83기 / KYF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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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17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6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3.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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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21

서울

1,100,000 37기 교정운동전문가 자격증과정 (토요반) / CES KOREA / 010-6458-8764

2020. 03. 21

서울

3,080,000 2020년 상반기 바른 지도자 과정 / 목동하타요가원 / 02-2648-8992

2020. 03. 21

대전

3,4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기구)/ 한국인재교육원 / 042-489-9666

2020. 03. 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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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28

서울

650,000 3월 필라테스 지도자반 / 나비요가 더 옴 / 02-2643-3335, 010-4540-2468

2020. 03. 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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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3. 3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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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3. 31

서울

2020. 04. 03

경기

2020. 04.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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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4

서울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4. 05

서울

280,000 재활교정 운동전문가 심화과정 3챕터(상지) / 매직바디 / 010-2773-0322, 02-2672-2240

2020. 04. 06

서울

2020. 04. 12

서울

2020.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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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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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12

서울

직접문의 국제요가강사교육 RYT200 37 기(토요반)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2020. 12. 07

서울

직접문의 국제요가강사교육 RYT200 38 기(토요반)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1월 직접문의

인도

1월 직접문의

경기

1,4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3(해부학, 매트, 소도구)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1월 직접문의

경기

1,6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2(대기구)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400,000 Classic pilates WORKSHOP 2020 / 필라테스오리진 / 010-5494-7405, 카톡: origin1
4,180,000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80,000 아디다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450,000 요가프라하 전문가과정 10기 / 요가트리 / 010-5385-1895
UpDated

90,000 요가타운 워크샵 - 핫요가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100,000 예시카 로우플라잉 워크샵 / 예시카요가 / 010-9902-9943, 카톡: yesicayoga
80,000 아디다스 요가 워크샵 with Nani / 010-8559-6320

UpDated

100,000 빈야사 요가 워크샵(상,하체)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450,000 기능해부학 및 촉진기법 / 힐링무브 / 010-2811-4609, 카톡: healing move

UpDated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2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300,000 GARUDA BARRE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30,000 하타요가 원데이 클래스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350,000 명강사'가 알려주는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하지 Part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10,000 요가타운무교동 원데이 클래스 - 어깨통증해소 코어, 어깨강화 써클필라테스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1,300,000 아쉬탕가 빈야사요가 100h / 유솜요가 / 010-9653-5655
280,000 재활교정 운동전문가 심화과정 2챕터(하지) / 매직바디 / 010-2773-0322, 02-2672-2240

10,000 요가타운무교동 원데이 클래스 - 고요한 호흡과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을 위한 빈야사Flow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300,000 재활 운동 전문가 과정 5기 Part 2 상지 / 트루디 아카데미 / 010-7101-7697
직접문의 국제요가강사교육 RYT200 35 기(토요반)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400,000 실버요가 지도자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UpDated

UpDated

직접문의 인사이드 플로우 Lv.1 TTC by 에리카 / 031-983-1168, 010-9079-3726

10,000 요가타운무교동 원데이 클래스 - Body balance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UpDated

400,000 임산부요가 지도자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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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1월 직접문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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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직접문의

경기

3,3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3+2(해부학, 매트, 소도구)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1월 직접문의

경기

4,600,000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2+3( 해부학, 매트, 소도구, 대기구,재활교정 )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032-567-0361

1월 직접문의

경기

1월 직접문의

경기

1월 직접문의

경기

1월 직접문의

경기

7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1,1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59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직접문의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 지도자과정 (소수정예 ) / 더필라테스재활교육협회 / 010-7747-6633, 010-8688-6639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3,200,000 요가 지도자 과정 2기 모집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2,200,000 명상 지도자 과정 모집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1,2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 모집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5,190,000 통합 지도자 과정 모집(요가, 명상, 플라잉)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4,200,000 통합 지도자 과정 모집(요가, 명상)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3,390,000 통합 지도자 과정 모집(요가, 플라잉)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2,790,000 통합 지도자 과정 모집(명상, 플라잉) / 인터내셔널 요가명상협회 / 010-5848-7475, 카톡: intlyoga
1월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유솜스페셜클래스 (인요가, 빈야사, 아쉬탕가 , 소마요가 ) / 유솜요가 / 010-9563-5655

1월 직접문의 직접문의 직접문의 아유르베다 쿠킹 A to Z / 슈리베다 스튜디오
100,000 요가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 아로마티코 랩 / 010-5806-5530

1월 직접문의

서울

1월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현직 교사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 / 필라테스더숲

2020. 01 .0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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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2 .03

서울

3,300,000 마이트리 RYT200 평일반 7기 국제공인 요가 자격증 / 마이트리요가 / 02-3114-3314, 카톡: Jeevana

2월 직접문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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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직접문의

인천

2월 직접문의

경기

2월 직접문의

서울

2월 직접문의

경기

2월 직접문의

경기

2월 직접문의

경기

59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2월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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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월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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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월 직접문의

서울

5,82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실무반(매트, 소도구, 기구, 스프링보드 , 보수, 재활) / KEPA / 02-2232-2135

UpDated

2월 직접문의

서울

6,12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실무반(매트, 소도구, 기구, 스프링보드 , 보수, 재활, 키즈, 임산부 필라테스 ) / KEPA / 02-2232-2135

UpDated

2월 직접문의

서울

6,72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실무반(매트, 소도구, 기구, 스프링보드 , 보수, 재활, 키즈, 임산부 필라테스 , 워크샵 3종목) / KEPA / 02-2232-2135

UpDated

3월 직접문의

경기

3,300,000 요가지도자 과정 모집 / 라임핫요가 / 031-983-1168, 010-907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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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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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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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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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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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2월 정규반 모집(주말반 7기) / 에이웰핏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7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1,10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 과정(하이&로우)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nana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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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직접문의

420,000 RYT300 체계적 아헹가 기반 통합요가지도자 11기 / 꿈쿠라요가아카데미 / 032-567-0361, 010-4393-0369
직접문의 RYTK300 요가강사과정 / 샨티요가 / 031-373-0858

서울

직접문의 요가 아사나 해부학 전문가 과정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직접문의 KPIA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대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3281-0470

직접문의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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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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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000 대기구 + 베이직 필라테스 + 운동처방사 / 더요가필라테스협회 / 031-945-9906, 010-3225-3851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50,000 더프리덤 와인요가 / 더프리덤요가 / 010-6292-5803

직접문의

서울

30,000 바른 움직임 회복 수련 - 소마라피 소그룹 수업(매주 수요일 or 일요일) / 소마요가 / 010-2659-3959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대구

30,000 바른 움직임 회복 수련 - 소마라피 소그룹 수업(매주 토요일) / 소마요가 / 010-2659-3959
직접문의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국제바디케어운동협회 / 053-655-1313
직접문의 KPIA 오프라인 자격증 요가 지도자과정 / 대한요가지도자협회 / 02-839-8982~3

직접문의

직접문의 요가샬라 아쉬탕가 마이솔수련 / 요가 샬라 / 02-2675-0620, 010-8529-0621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수원

직접문의

경기

600,000 DMC 재활필라테스 소도구매트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DMC재활운동학회 / 010-3968-0083, 카톡: dmcacademy

직접문의

서울

198,000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원데이 해부학강좌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협회 / 010-2963-2848

무료 필라테스 베이직 무료워크샵 / 필라테스 안 스튜디오 / 010-9261-4118
직접문의 2020 Jina Yoga TTC 200HR / Jina 요가 & Wall 스튜디오 / 031-572-2544, 010-2431-0700
200,000 아쉬탕가 레드 클래스(구령수업 ) / 더 플라잉 핫요가 / 02-2606-9898, 카톡: fh01045319898
무료 필라테스 , 요가 선생님들을 위한 발레 수업 / P&B STUDIO / 010-9856-2072, 카톡: leeyounc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