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을 위한 에이랩의 특별한 프로젝트 ]
교육일정 추천 서비스
비용

제목/협회

개강일

지역

2020. 03.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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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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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지도자과정

워크샵/세미나

Updated

2020. 03. 24 직접문의 직접문의 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필라테스 지도자반 - 평일반(화,목) / 다온필라테스 / 010-2266-5458 , 카톡 : Daonpilates
100,000 실전 강사티칭웍스 Lv.1 / 더필라테스웍스

2020. 03. 24

서울

2020. 03. 25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4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3. 26

서울

3,000,000 자연치유요가 전문가 통합과정 모집 - 토요일반 /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 02-537-8877

2020. 03. 27

서울

3,000,000 자연치유요가 전문가 통합과정 모집 - 금요일반 /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 02-537-8877

2020. 03. 27

서울

3,000,000 자연치유요가 전문가 통합과정 모집 - 토요일반 /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 02-537-8877

2020. 03. 28

경기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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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28

서울

3,000,000 자연치유요가 전문가 통합과정 모집 - 토요일반 /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 / 02-537-8877

2020. 03. 28

서울

100,000 근막 이란 무엇이며 , 왜 중요한가 ? 워크샵 by데이비드 레손닥 / 이엔필라테스교육협회 / 010-2045-8870

2020. 03. 28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서울

4,990,000 필라테스 전문지도자과정 (주말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마곡점)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3. 28

부산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오십견과 둥근 어깨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2020. 03. 28

대전

2020. 03. 28

경기

2020. 03. 28

경기

2020. 03. 28

경기

2020. 03. 28

서울

600,000 번지피트니스 지도자과정 - 주말반 모집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2020. 03. 28

부산

540,000 체어 교정 요가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 인소울요가 &필라테스 / 010-5731-1277, 070-8776-1277

2020. 03. 28

경기

800,000 플라잉요가 베이직& Lv.1 정규 TTC 3기 / 티나스튜디오 / 010-7415-1108 , 031-891-5959

2020. 03. 28

서울

2020. 03. 28

논산

2020. 03. 28

서울

1,000,000 인요가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1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2020. 03. 28

서울

1,200,000 인요가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2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2020. 03. 28

서울

2,000,000 인요가 기구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Lv.3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2020. 03. 28

서울

2020. 03. 29

서울

2020. 03. 29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4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3. 29

서울

3,100,000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소도구+기구 / 한국생활스포츠교육협회 / 031-702-2324

2020. 03. 29

서울

2020. 03. 29

경기

80,000 리믐요가 &뮤직플로우요가 &아디다스 &워킹 워크샵 / 주아나요가 / 010-2455-8982

2020. 03. 29

서울

55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020. 03. 29

서울

55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과정 일요일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2020. 03. 29

부산

2020. 03. 29

부산

35,000 TANZ 탄츠 1DAY 오픈 클래스 / 번지피트니스 / 010-4399-3664

2020. 03. 29

서울

350,000 핫요가 아사나 티칭법 & 핸즈온 / KYF아카데미 / 02-104-5935

2020. 03. 29

서울

2020. 03. 29

경기

2020. 03. 3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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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30

경기

1,200,000 플라잉요가 (서커스) 심화과정 정규 TTC 1기 / 티나스튜디오 / 010-7415-1108 , 031-891-5959

2020. 03. 30

서울

30,000 필라테스강사 , 요가강사를 위한 운동처방사 자격증 코스 소개 세미나 / 핏인모션아카데미 / 010-2535-4861
650,000 3월 필라테스 지도자반 / 나비요가 더 옴 / 02-2643-3335, 010-4540-2468
2,200,000 국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Lv.2 - 기구(토요반) / KEPA / 02-2232-2135
80,000 플라잉 요가 심화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80,000 바디아트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690,000 코세리 40기 플라잉 LV.1+2 통합 지도자 과정 / 코세리 아카데미 / 010-4722-6158

300,000 FLYING MARGA LV.3 TTC / 나디아요가 / 042-822-7845 , 010-9537-7845
1,800,000 필라테스 지도자코스 토요반 - 대기구 RCCB 6기 Lv.2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 031-992-0361
30,000 음과 양의 밸런스 - 4강 / 요가유즈 / 010-8938-3609
80,000 리믐요가 &뮤직플로우요가 &아디다스 &워킹 워크샵 / 주아나요가 / 010-2455-8982

77,000 케틀벨트레이닝교육 - swing master course Lv.2 / 루이스 컴퍼니 / 0507-1322-3624
90,000 SMART프라이빗요가 1DAY 워크샵 (개인레슨과 매출향상을 위한 키포인트 ) / SMART 프라이빗요가 / 010-5521-6325

70,000 피트니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형평가 및 동작분석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0,000 소마테라피 아사나 워크샵2 / 소마요가 / 010-2659-3959

480,000 키즈 필라테스 & 요가 워크샵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33,000 번지 피지오 1DAY 오픈 클래스 / 번지피트니스 / 010-4399-3664

30,000 해부학 워크샵 - 요가와 호흡 / 아힘사 요가&명상 / 010-3291-0226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UpDated
UpDated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전문강사 교육 및 채용 연계과정 / (주)더센터오브필라테스 / 010-9007-9496
1,300,000 소마테라피 기초 기능해부학 On Line 화상교육 / 소마 테라피 / 010-2659-3959

2020. 03. 30

UpDated

2020. 03. 3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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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3. 31

부산

직접문의 18기 지도자과정 수련생 모집 / (사)아헹가요가협회 / 051-526-5262

2020. 04. 01

경기

2020. 04. 01

서울

2020. 04. 01

대구

직접문의 18기 지도자과정 수련생 모집 / (사)아헹가요가협회 / 053-753-3550

2020. 04. 01

대전

4,500,000 SMPA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1기 평일반 / DRCARE ACADEMY / 042-272-4900 , 010-2426-2445

2020. 04. 01

대전

4,500,000 SMPA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2기 주말반 / DRCARE ACADEMY / 042-272-4900 , 010-2426-2445

2020. 04. 01

서울

2020. 04. 02

경기

직접문의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 지도자과정 - 목요일반 / 더필라테스재활교육협회 / 010-7747-6633, 010-8688-6639

2020. 04. 02

서울

2,500,000 필라테스 자격증 - 평일저녁반 / 더올바른 필라테스 / 010-3742-7453

2020. 04. 03

경기

900,000 젠링 마스터과정 - 베이직 1,2 / 한국젠링협회 / 070-4027-0886

2020. 04. 03

경기

5,000,000 젠링 마스터과정 - 마스터과정 / 한국젠링협회 / 070-4027-0886

2020. 04. 03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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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3

경기

5,000,000 젠링요가 마스터과정 모집 - 젠링요가 ,젠링 근막릴리즈 마스터 코스 / 한국젠링협회 / 010-8258-9957

2020. 04. 03

서울

2020. 04. 03

서울

UpDated

900,000 젠링요가 마스터과정 모집 - 젠링 베이직 / 한국젠링협회 / 010-8258-9957
59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과정 - 평일반 수요일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890,000 빈야사 요가 (4주 과정) 개강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70,000 필라테스 강사를 위한 소도구 세미나 - pre-x band 활용법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직접문의 피크필라테스 국제지도자 과정 PPC lv.1(Module4) / 피크필라테스 / 02-332-3737, 010-8431-3737

2020. 04. 03 직접문의 직접문의 안기만 박사님의 스트레칭 전문가 과정 12기 모집 / 앤앤에듀핏 / 010-2325-4132
2020. 04.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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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4

서울

12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4. 04

경기

2020. 04. 04

서울

2020. 04. 04

서울

800,000 김인중 선생님의 MBSR 6주 프로그램 - 명상법과 스트레스 관리법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2020. 04. 04

경기

100,000 근막경선을 통한 시퀀스 구성 워크샵 (맹부선생님 ) / 루므라 요가&필라테스 / 031-354-7484

2020. 04. 04

서울

2020. 04. 04

서울

2020. 04. 04

서울

690,000 46기 비트요가 1 자격증과정 , 비트요가 공인티쳐 / 나디아요가 / 02-451-6311 , 010-5002-6311

2020. 04. 04

서울

690,000 19기 비트요가 2 자격증과정 , 비트요가 공인티쳐 / 나디아요가 / 02-451-6311 , 010-5002-6311

2020. 04. 04

경기

100,000 로우 플라잉 워크샵 / 주아나요가 / 010-2455-8982

2020. 04. 04

서울

200,000 메디컬 운동처방 자격증 과정 - 선택적 기능적 움직임 자세평가 / 더 핌 / 010-2535-4861

2020. 04. 04

서울

800,000 플라잉 요가 베이직 + 심화과정 / 국제플라잉요가협회 / 010-7511-3574

2020. 04.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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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4

인천

2020. 04. 04

서울

직접문의 인도YAI 정식인증스쿨 지도자 과정 9기 (토요반) / 라라요가 아카데미 / 010-3148-8887 , 070-4134-8879

2020. 04. 04

경기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반 모집 - 주말반 / 다온필라테스 / 카톡 : Daonpilates , 010-2266-5458

990,000 MCS 움직임교정 전문가 레벨2. 핏스트렝스 (5기) / 코어발란스핏 / 010-2036-5211
4,000,000 Yamuna Foot Fitness 1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600,000 자세 움직임 전문가과정 / 힐링무브 / 010-2811-2609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3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350,000 RYTK300 요가강사과정 19기 / 한국치유요가협회 / 032-564-7718

UpDated

UpDated

800,000 Classic Mat Pilates 교육과정 / 국제KEPA필라테스 협회 / 031-897-8851 , 카톡 : roiyoga2

2020. 04. 04

경기

2020. 04. 04

제주

직접문의 매트 요가 지도자 과정 / 요가라움 / 010-9086-4406

UpDated

2020. 04. 04

서울

4,200,000 Mat Pilates 자격증 과정 / KYF 아카데미 / 062-654-8881

UpDated

2020. 04. 05

서울

1,440,000 요가지도자 3급 + 리드믹요가 지도자 통합TTC과정 / 대한리드믹요가협회 / 010-5521-6325

2020. 04. 05

서울

2020. 04. 0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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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5

경기

3,100,000 TTC 요가지도자과정 RYT200 국제요가자격증반 / 요가유즈 / 010-8938-3609

2020. 04. 05

부산

89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바른입문 High& Low 통합과정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2020. 04. 05

서울

150,000 소마테라피 볼테라피 1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4. 05

서울

450,000 기능해부학 및 촉진기법 4기모집 / 힐링무브 / 010-2811-4609

2020. 04. 05

서울

2020. 04. 05

서울

1,440,000 IPMA 국제필라테스무브먼트협회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IMPA 필라테스

2020. 04. 05

서울

1,440,000 IPMA 국제필라테스 무브먼트협회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IMPA 국제필라테스무브먼트협회 / 02-2183-6303 , 010-8487-6280

2020. 04. 05

경기

240,000 플라잉 요가 워크샵 / 주아나요가 / 010-2455-8982

2020. 04. 05

서울

500,000 플라잉요가 TTC - 주말반 / 핏요가 / 010-8258-9957

2020. 04. 05

서울

180,000 자세교정을 통한 재활필라테스 / KEPA / 02-2232-2135

2020. 04. 05

서울

600,000 프리햅운동전문가 (PES)자격증 과정 - 체형개선 및 움직임 교정/예방 운동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2020. 04. 05

서울

100,000 체형교정 임상전문 워크샵 2부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 스쿨 / 010-5326-4235

UpDated

2020. 04. 05

서울

59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과정 - 주말반 일요일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UpDated

2020. 04. 05

광주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UpDated

2020. 04. 05

경기

700,000 다나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토요반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UpDated

2020. 04. 06

서울

2020. 04. 06

서울

41,800,000 지도자과정 평일만 22기 모집 / 보눔필라테스 / 010-2045-8870 , 010-9774-1478

2020. 04. 06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평일반 - 월, 수, 금 오후반 / 리샤필라테스협회 / 02-515-2340

2020. 04. 06

서울

직접문의 인도YAI 정식인증스쿨 지도자 과정 9기 (평일반) / 라라요가 아카데미 / 010-3148-8887 , 070-4134-8879

2020. 04. 06

인천

직접문의 인천청라 플라잉요가 지도자 자격증반 / 인요가&필라테스 / 010-2386-9787 , 카톡 : inyoga9787

2020. 04. 06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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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4. 06

서울

2,500,000 필라테스 자격증 - 평일오전반 / 더올바른 필라테스 / 010-3742-7453

UpDated

2020. 04. 0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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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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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7

서울

2020. 04. 07

경기

2020. 04. 07

경기

700,000 로우&하이 플라잉요가 지도자 - 하이 (평일반 - 화목)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2020. 04. 07

경기

590,000 로우&하이 플라잉요가 지도자 - 로우 (평일반 - 화목)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2020. 04. 07

서울

100,000 실전 강사티칭웍스 Lv.1 / 더필라테스웍스

2020. 04. 08

경기

2020. 04. 09

파주

직접문의 18기 지도자과정 수련생 모집 - 목요일 / (사)아헹가요가협회 / 031-959-9566

2020. 04. 09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과정(RPCS) 53 기 - 화목반 / 센트리얼 아카데미 / 02-522-2263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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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11

서울

3,300,000 2020 상반기 지도자 과정 / 요가VnA / 010-4056-7754 , 02-464-5951

2020. 04. 11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7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1,000,000 플라이번지피트니스협회강남점 지도자 자격증반 / 플라이번지피트니스 협회 / 010-5772-8212

2020. 04. 11

파주

직접문의 18기 지도자과정 수련생 모집 - 토요일 / (사)아헹가요가협회 / 031-959-9566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2020. 04. 11

서울

직접문의 코어밸런스 필라테스 자격과정 20H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4.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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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11

서울

540,000 근막경선 해부학 2기모집 / 힐링무브 / 010-2811-4609

UpDated

2020. 04.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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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0. 04. 11

광주

350,000 호남 지사 Rhythmic Yoga / KYF 아카데미 / 062-654-8881

UpDated

2020. 04. 11

서울

170,000 김동진 아쉬탕가 워크샵 / 목동하타요가원 / 02-2648-8992

UpDated

2020. 04. 11

서울

2,500,000 필라테스 자격증 - 주말반 / 더올바른 필라테스 / 010-3742-7453

2020. 04. 12

서울

4,180,000 23기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생 모집 (주말반)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2020. 04. 12

서울

2020. 04. 12

서울

2020. 04. 12

서울

4,180,000 지도자과정 일요반 23기 모집 / 보눔필라테스 / 010-9774-1478

2020. 04. 12

서울

400,000 왕초보를 위한 기능해부학 Class / CES KOREA / 010-6458-8764

2020. 04. 12

서울

890,000 플라잉요가 3주 과정 / 한국요가총연맹 / 02-2232-2134

2020. 04. 12

서울

100,000 체형교정 임상전문 워크샵 3부 / 마르기니스아츠 소마 스쿨 / 010-5326-4235

UpDated

2020. 04. 12

서울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UpDated

2020. 04. 14

서울

940,000 자세교정을 통한 재활필라테스 / KEPA / 02-2232-2135

2020. 04. 14

서울

100,000 실전 강사티칭웍스 Lv.1 / 더필라테스웍스

2020. 04. 15

서울

2020. 04. 17

서울

2020. 04.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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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18

서울

3,500,000 (사)아난드요가협회 하타요가 advanced 1 지도자 과정 / 아난드 요가 협회 / 010-4692-8822

2020. 04. 18

부산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굽은 등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2020. 04. 18

경기

120,000 지혜로운 여성의 몸과 요가 with 화영선생님 / 바나함요가 / 010-3137-3196, 031-3137-2600

2020. 04. 18

서울

200,000 메디컬 운동처방 자격증 과정 - CBP / 더 핌 / 010-2535-4861

2020. 04. 18

서울

2020. 04. 18

경기

2020. 04. 18

서울

600,000 한국라인댄스협회 일반2급 라인댄스 지도자과정 / 민라인 아카데미 / 010-8992-7557

2020. 04. 18

서울

420,000 스프링보드 워크샵 / KEPA / 02-2232-2135

2020. 04. 18

서울

2020. 04. 18

서울

2020. 04. 18

서울

800,000 대한생활요가협회 요가지도자 2급 정규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2-776-5118

UpDated

2020. 04. 18

서울

1,500,000 대한생활요가협회 요가지도자 1급 정규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2-776-5118

UpDated

2020. 04. 18

서울

600,000 빈야사요가 지도자 TTC 정규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2020. 04. 18

서울

700,000 Fling Yoga 자격증 과정 / KYF아카데미 / 02-401-5935

UpDated

2020. 04. 18

서울

2020. 04. 19

서울

180,000 소마테라피 티칭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4. 19

서울

150,000 자세체형 평가 및 솔루션 /예방 운동 / 대한예방운동협회 / 010-4439-3169

UpDated

2020. 04. 19

인천

100,000 자세평가 세미나 / 국제바디케어 운동협회 / 010-2088-2380, 카톡: Legpress

UpDated

2020. 04. 19

대전

660,000 대전골반교정 특화된 테크닉 쾌족 6기 공개모집 / 강태성 박사 / 010-9179-9250

UpDated

2020. 04. 20

서울

100,000 GARUDA BARRE 워크샵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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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 요가타운 무교동 워크샵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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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00 플라잉요가 지도자과정 - 평일반 화요일 / 저스트요가 / 010-5101-6710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반 모집 - 주말반 / 다온필라테스 / 카톡 : Daonpilates , 010-2266-5458

30,000 BOSU보수 워크샵 / 보수 필라테스 / 010-8631-4997

UpDated
UpDated

80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트 2020상반기 RYT200 과정 - Part3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450,000 김인중 선생님의 MBSR 6주 프로그램 마음챙김 명상법과 스트레스 관리법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200,000 메디컬 운동처방 자격증 과정 - 근막 균형 요법 / 더 핌 / 010-2535-4861
직접문의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매트 이론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500,000 빈야사요가 지도자 TTC 단기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150,000 척추옆굽음증 (측만증) 개선 서울 워크샵 / 010-2426-2445
450,000 교정,재활 요가프라하 전문가 과정 11기 / 요가트리 / 010-5385-1895

UpDated

400,000 임산부요가 지도자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150,000 소마테라피 볼테라피 2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UpDated

80,000 소도구 필라테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800,000 GARUDA Tara Teacher Training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500,000 플라잉요가 TTC - 주말반 / 핏요가 / 010-8258-9957
3,000,000 RYT200 국제요가지도자과정 12기 모집 / 꿈쿠라요가 / 031-992-0361

350,000 발레핏 & 발레필라테스 커리큘럼 / 굿스파인 재활필라테스 협회 / 010-5772-8212
4,990,000 필라테스 전문지도자과정 (평일 오후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 / 02-2667-8244, 010-6306-3215

3,500,000 아쉬탕가 프라나 요가 지도자 양성교육 / 프라나 요가 / 02-488-0602

UpDated
UpDated

UpDated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5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4. 20

서울

2020. 04. 21

서울

2020. 04. 21

서울

2020. 04. 2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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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21

서울

4,990,000 기구필라테스 전문지도자과정 (주말반)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4. 21

경기

2020. 04. 23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5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4. 25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6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4. 25

부산

3,200,000 RYT300 국제요가지도자 7기 교육생모집 / 코리아 얼라이언스 /02-916-7072

2020. 04. 25

서울

2,200,000 하타& 테라피요가 통합요가지도자과정 / 요가하리 / 010-5931-9580

2020. 04. 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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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25

경기

2020. 04. 25

서울

2020. 04. 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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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25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주말반 / 필라테스 유니버시티 / 010-8974-7095

2020. 04. 25

서울

2020. 04. 25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과정(RPCS) 54 기 - 주말반 / 센트리얼 아카데미 / 02-522-2263

2020. 04. 25

광주

직접문의 호남 RYI 요가지도자 STANDARD 과정 85기 / KYF 아카데미 / 062-654-8880

2020. 04. 25

서울

600,000 번지피트니스 , 번지요가 지도자자격과정 / 한국번지핏요가협회 / 010-6387-5396

UpDated

2020. 04. 25

경기

150,000 하타요가 핸즈온티칭 워크샵 - 주말반 / 아쉬탕가요가일산 / 031-922-8259 , .010-9255-5723

UpDated

2020. 04. 26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4. 26

서울

2020. 04. 26

서울

300,000 마르마요가지도자과정 - 혈자리와 요가의 접목 / 아쉬탕가제니요가 / 010-8271-6560 , 카톡: 제니요가

UpDated

2020. 04. 27

서울

120,000 기능필라테스 전문가 지도자 자격과정 1기 - 평일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20. 04. 30

서울

150,000 소마테라피 부처님 오신날 요가 개인레슨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4. 30

서울

2020. 05. 01

인도

2020. 05. 02

서울

직접문의 4주 척추운동전문가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5. 02

서울

3,600,000 교정 재활 요가 지도자 과정 / 스와드야야 요가 아카데미 / 02-2646-1224 , 02-508-5833

2020. 05. 02

부산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골퍼 옐보우 & 테니스 엘보우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2020. 05. 02

서울

2020. 05. 02

여수

2020. 05. 02

경기

2020. 05. 02

서울

2020. 05. 02

서울

2020. 05. 03

서울

2020. 05. 03

부산

2020. 05. 04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8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5.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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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04

서울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전문강사 교육 및 채용 연계과정 / (주)더센터오브필라테스 / 010-9007-9496

2020. 05. 09

서울

2020. 05. 09

서울

2020. 05. 09

경기

2020. 05. 09

경기

2020. 05. 09

여수

3,300,000 IMMI PILATES 8 기 순천 교육센터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5333-0357

2020. 05. 09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E,S 평가 part 1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5. 09

서울

2020. 05. 09

서울

2020. 05. 09

경기

350,000 기초 기능해부학 Movement Medicine 양종혁 대표 - 주말반 / 이엔필라테스교육협회 / 010-99116-0866

2020. 05. 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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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1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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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12

서울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7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2020. 05. 12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E,S 평가 part 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5. 14

부산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7기(Intermediate 1, Beginner) / 원업필라테스 / 051-255-1511

2020. 05. 15

경기

2020. 05. 16

부산

2020. 05. 16

서울

2020. 05. 16

서울

2020. 05. 16

대전

2020. 05. 17

서울

2020. 05. 23

서울

2020. 05. 23

경기

2020. 05. 23

경기

5,300,000 재활전문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굿스파인 재활필라테스 협회 / 010-9211-8170 , 031-432-0780

2020. 05. 23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E,S 평가 part 2 - 주말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5. 23

서울

직접문의 KPEE 지도자과정 59기 / KPEE 평생교육원 / 02-928-8187

2020. 05. 24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5. 24

서울

400,000 임산부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 굿스파인 재활필라테스 협회 / 010-8711-0720

2020. 05. 24

서울

2020. 05. 25

서울

2020. 05. 26

서울

직접문의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운동재활 해결 E,S 평가 part 2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2020. 05. 30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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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30

부산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척추 측만증/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2020. 05. 30

서울

직접문의 체형평가 해부학 자격과정 10H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5. 31

서울

2020. 05. 31 직접문의

800,000 GARUDA Dhara (chair) 워크샵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직접문의 재활트레이닝 전문가과정 (운동처방사 ) Lv.1 - 평일반 / 한국인재교육원 / 02-3789-4400

150,000 하타요가 핸즈온티칭 워크샵 - 평일반 / 아쉬탕가요가일산 / 031-922-8259 , .010-9255-5723

UpDated

300,000 상반기 지도자자격증 모집 로우플라잉요가 / 수빈 플라잉요가 / 010-7119-8765
200,000 메디컬 운동처방 자격증 과정 - 선택적 기능적 움직임 운동처방 / 더 핌 / 010-2535-4861

550,000 요가 지도자과정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UpDated

1,60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A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80,000 소도구 필라테스 워크샵 / 더 플라잉 핫요가 / 010-4531-9898, 카톡: fh01045319898
$1600 인도 옴 요가 RYT 200 3 기 / 옴 요가 / 카톡 : guhana85

600,000 김현정 플라잉요가 지도자 베이직과정 모집 / 플라이아트요가 / 010-5291-4416
3,300,000 IMMI PILATES 7 기 순천 교육센터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8780-8780
250,000 일산요가유즈 하타요가 워크샵 마이뜨리 - 하타요가 수업 구성법 / 요가유즈 / 010-8938-3609
600,000 자세 움직임 전문가과정 10기 - 토요일반 / 힐링무브 / 010-2811-2609
1,650,000 국제요가 지도자 과정 Lv.1 / 타우요가 / 031-755-6011 , 031-723-6011

UpDated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60,000 실전에 강한 자세평가 워크샵 - 상지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UpDated

53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트 2020상반기 RYT200 과정 - Part4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150,000 마이뜨리 하타요가 워크샵 / 나비요가 더 옴 / 010-4540-2468
1,600,000 필라테스 지도자코스 토요반 - 통증관리 , 체형관리 Lv.1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10-3307-0361 , 031-992-0361
800,000 상반기 지도자자격증 모집 lv.1 기초과정 / 수빈 플라잉요가 / 010-7119-8765

400,000 첫강의가 쉬워지는 실전과정 필라테스 강사 세미나 / STUDIO 연 / 02-899-0736
직접문의 필라테스 해부학 자격과정 15H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350,000 기초 기능해부학 Movement Medicine 양종혁 대표 - 주중반 / 이엔필라테스교육협회 / 010-99116-0866

UpDated

UpDated

3,100,000 RYT200 국제요가지도자과정 모집 / 카이젠요가
150,000 마이뜨리 하타요가 워크샵 / 나비요가 더 옴 / 010-4540-2468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3기(토요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40,000 2020 대전 근골격계 통증 조절 운동 전문가 / 강태성 박사 / 010-9179-9250
80,000 핫요가 워크샵 / 요가타운무교동 / 010-8674-3268

UpDated

53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트 2020상반기 RYT200 과정 - Part5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120,000 체형별로 접근하는 하타요가 with 엘라/ 바나함요가 / 010-3137-3196, 031-3137-2600

500,000 대한생활요가협회 요가지도자 3급 단기과정 / 요가타운무교동 / 02-776-5118

UpDated

1,950,000 국제 재활 필라테스 강사과정 128기 / 국제재활필라테스협회 / 02-2672-2240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60,000 실전에 강한 자세평가 워크샵 - 하지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900,000 DANO 코치로 데뷔할 수 있는 마이다노 코치 아카데미 3기 (평일반) / 마이다노 / 070-7777-3161

2020. 06. 01

서울

2020. 06. 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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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2

서울

3,867,000 [더에이랩 X대한척축운동협회 ] 기능필라테스 전문가 자격과정 - 화목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6. 02

인천

직접문의 NEW METHOD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 주중반 / 010-4796-2456 , 010-7511-5205

UpDated

2020. 06. 02

인천

직접문의 NEW METHOD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 주말반 / 010-4796-2456 , 010-7511-5205

UpDated

2020. 06. 05

부산

1,87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B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2020. 06. 0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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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6

서울

200,000 소마테라피 현충일 걷기 워크샵 / 소마요가 / 010-2659-3959

2020. 06. 06

경기

800,000 상반기 지도자자격증 모집 lv.2 심화과정 / 수빈 플라잉요가 / 010-7119-8765

2020. 06. 06

경기

2020. 06. 06

부산

1,100,000 38기 교정운동전문가 자격증과정 (주말반) / CES KOREA / 010-6458-8764

2020. 06. 07

부산

직접문의 요가 지도자 정규과정 모집 TTC / 요가앤 핏 아카데미 / 010-4399-3664

2020. 06. 0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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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8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6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6. 11

부산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7기(Intermediate 2, Advanced Seminar) / 원업필라테스 / 051-25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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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13

부산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휜 다리(O다리,X 다리) / BBMP 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2020. 06. 13

부산

1,60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A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2020. 06. 13

서울

직접문의 발레필라테스 자격과정 10H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6. 13

서울

2,300,000 37기 발레핏코리아 지도자 과정 모집 - 우먼스 발레핏 교육과정 / 발레핏 코리아 / 010-3442-6521

2020. 06. 13

서울

1,650,000 국제요가 지도자 과정 Lv.2 / 타우요가 / 031-755-6011 , 031-723-6011

UpDated

2020. 06. 13

서울

1,270,500 기능운동전문가 자격과정 1기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2020. 06. 1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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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14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주말반 / 필라테스 유니버시티 / 010-8974-7095

2020. 06. 14

서울

직접문의 스프링보드 필라테스 자격과정 10H / 뉴얼라인필라테스 (보라매본점 ) / 02-2667-8244, 010-6306-3215

2020. 06. 14

서울

2020. 06. 14

서울

1,800,000 37기 발레핏코리아 지도자 과정 모집 - 메티컬 발레핏 교육과정 / 발레핏 코리아 / 010-3442-6521

2020. 06. 15

서울

3,867,000 [더에이랩 X대한척축운동협회 ] 기능필라테스 전문가 자격과정 - 월수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6. 16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6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6. 16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통합과정 37기 / 이유필라테스협회 / 02-540-2526

2020. 06. 20

서울

2020. 06. 22

서울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4기(오전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2020. 06. 22

서울

3,867,000 [더에이랩 X대한척축운동협회 ] 기능필라테스 전문가 자격과정 - 월목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6. 27

서울

2020. 06. 27

부산

2020. 06. 28

서울

2020. 07. 04

대구

2020. 07. 04

서울

2020. 07. 04

대구

직접문의 요가쿨라 대구점의 2020 공식 요가 지도자과정 모집 / 요가쿨라 / 053-383-0214 , 010-2337-0214

2020. 07. 0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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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7. 04

대전

3,500,000 재활필라테스 지도자과정 (기구)/ 한국인재교육원 / 042-489-9666

2020. 07. 04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7기(주말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7. 06

서울

직접문의 미국 Art of Contrology 클래식필라테스 지도자과정 5기 - 인터메디엇 세미나 / 컨트롤로지 코리아 / 02-783-2225

2020. 07. 07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5기(평일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7. 07

서울

4,500,000 SMPA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6기(평일반) / 닥터케어아카데미 / 010-7674-1221, 카톡: DrCareAcademy

2020. 07. 11

서울

2020. 07. 12

서울

2020. 07. 14

서울

2020. 07. 18

서울

직접문의 4주 척추운동전문가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7. 19

서울

1,87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B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2020. 07. 26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8. 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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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8. 03

서울

850,000 세계재활 명문 학파 DNS 필라테스 코스 PART 1 / Prague School / 010-8321-1529

2020. 08. 09

서울

40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8. 22

서울

2020. 08. 22

서울

2020. 08. 23

서울

2020. 08. 29

부산

1,87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B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2020. 09. 02

경기

3,00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제3기 요가마스터 양성반 - 주중반 / 아쉬탕가제니요가 / 010-8271-6560 , 카톡: 제니요가

2020. 09. 05

서울

2020. 09. 05

경기

2020. 09. 06

서울

2020. 09. 09

경기

2,40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제11기 요가지도자양성반 - 주중반 / 아쉬탕가제니요가 / 010-8271-6560 , 카톡: 제니요가

2020. 09. 1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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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12

서울

직접문의 4주 척추운동전문가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09. 12

경기

2,40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제11기 요가지도자양성반 - 주말반 / 아쉬탕가제니요가 / 010-8271-6560 , 카톡: 제니요가

2020. 09. 2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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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27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10. 05

서울

700,000 플라잉 요가 지도자 과정2기 일요일반 모집 / 제이플라잉 / 02-2066-0888

2020. 10. 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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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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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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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31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11. 0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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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08

서울

2020. 11. 14

서울

2020. 11. 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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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9

서울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020. 12. 0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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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0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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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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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9

서울

10월 직접문의

서울

4월 직접문의

경기

4월 직접문의

경기

4월 직접문의

경기

3,000,000 KYAT300 요가강사자격증반 (평일반 - 화목)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4월 직접문의

경기

3,000,000 KYAT300 요가강사자격증반 (주말반 - 토)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4월 직접문의

서울

5월 직접문의

부산

150,000 필라테스 13기 지도자과정 모집 / 더퀸필라테스 & 필라테스에듀 / 051-362-5534

5월 직접문의

부산

1,600,000 기능 해부학 , 기능 해부학 지도자 과정 평일반 - A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UpDated

5월 직접문의

부산

1,870,000 기능 해부학 , 소마 테라피 요가 지도자 과정 평일반 - B / 소마테라피 / 010-2659-3959

UpDated

5월 직접문의

서울

7월 직접문의

서울

1,100,000 39기 교정운동전문가 자격증과정 / CES KOREA / 010-6458-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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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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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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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서울

210,000 스프링보드 워크샵 / 리가야필라앤요가 / 070-8851-1151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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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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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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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0 6월 소마 핸즈온 마사지 워크샵 / 유솜요가 / 010-9563-5655

530,000 인요가 코리아 인스티튜트 2020상반기 RYT200 과정 - Part6 / 사트바요가 / 02-548-3967, 카톡: sattvayoga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직접문의 BASIC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필라테스 과정 1분기 워크샵 - 평발과 요족 / BBMP필라테스 &아카데미 / 010-7510-8825 , 카톡 : bbmpacademy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3,350,000 RYT200 국제요가지도자 과정 모집 / 요가쿨라 / 053-383-0214, 010-2337-0214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직접문의 코어필라테스 지도자교육 정규과정 25기(오후반) / 코어필라테스 / 010-2584-7022

120,000 임산부필라테스 (산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270,500 기능필라테스 전문가 지도자 자격과정 2기 - 주말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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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촉지 해부 평가 실기(기초반)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3,000,000 아쉬탕가제니요가 제3기 요가마스터 양성반 - 주중반 / 아쉬탕가제니요가 / 010-8271-6560 , 카톡: 제니요가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250,000 기능해부학의 정석 2주 완성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직접문의 4주 척추운동전문가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100,000 통증 관리 기능제한 실기 - 문제해결단계 / 더에이랩 / 010-6400-7178, 카톡: andrewoong
직접문의 미국 Art of Contrology 클래식필라테스 지도자과정 5기 - 어드밴스드 세미나 / 컨트롤로지 코리아 / 02-783-2225
700,000 다나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토요일반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700,000 다나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평일반 / 다나요가 / 031-295-5007, 카톡: danayoga

80,000 보수세미나 / 더올바른 필라테스 / 010-3742-7453

80,000 보수세미나 / 더올바른 필라테스 / 010-374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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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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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TL 국제 지도자과정 10기 모집 / 아트필라테스 / 02-511-1127~8
직접문의 KYIA 오프라인 자격증 요가 지도자과정 / 대한요가지도자협회 / 02-839-8982~3

직접문의
직접문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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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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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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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30,000 바른 움직임 회복 수련 - 소마라피 소그룹 수업(매주 토요일) / 소마요가 / 010-2659-3959
직접문의 필라테스 지도자 + 재활과정 (소수코칭 ) / 031-945-9906, 010-3225-3851
직접문의 KPIA 오프라인 자격증 요가 지도자과정 / 대한요가지도자협회 / 02-839-8982~3

직접문의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수원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요가샬라 아쉬탕가 마이솔수련 / 요가 샬라 / 02-2675-0620, 010-852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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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문의 기구필라테스 자격증 소수정예 특별교육 / 필라테스 더숲 / 010-8633-5006
198,000 3D 전신 해부학, 근육테크닉 , 촉진법 6시간 원데이 해부학 강좌 / 굿스파인재활필라테스 / 010-2963-2848
직접문의 KPIA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 대한필라테스지도자협회 / 02-3281-0470

직접문의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요가지도자자격증 ,재활전문가 ,플라잉요가지도자자격증 / 굿스파인재활요가협회 / 010-2963-2848

직접문의

부산

직접문의 요가지도자과정 / (사)대한 요가협회 / 010-6779-7973, 051-6779-7973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대구

직접문의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 국제바디케어운동협회 / 053-655-1313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PMA-NCPT 자격증 과정 / IPMA국제필라테스무브먼트협회 / 010-8487-6280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PMA-NCPT 자격증 취득 과정 / IMPA 국제필라테스무브먼트협회 / 02-2183-6303 , 010-8487-6280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쿨라모집 / 인사이드 에어리얼 요가 / 010-9995-1173

직접문의

서울

4,000,000 2020 IMMI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5기(주말반) / 바디녹스 아카데미 / 010-2364-4499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기

500,000 라인핏 플라잉요가 지도자반 평일 주말반 / 라인핏 / 010-2837-0994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라인핏 체형교정 지도자 자격증반 평일반 / 라인핏 / 010-2837-0994

직접문의

마산

350,000 스프링보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2기 / 헤베클래스 / 070-7868-3288

180,000 주중하타프롭스요가 / 김희정요가 / 032-421-5599
100,000 마르니기스아츠 소마 스쿨 워크샵3부작 / 조인성 퍼스널 트레이닝 / 010-5316-4235

350,000 김포 강사 수련반( 워크샵 형식) / 한국요가필라테스협회 / 031-992-0361 , 010-3307-0361

800,000 리포머 교육 단기과정 (전문가 ) / 뉴바디무브먼트 / 010-9261-4118

직접문의 직접문의

300,000 센터방문교육 17가지 교정테이핑 & 17가지 교정 운동 / CES KOREA / 010-6458-8764

직접문의

경기

600,000 매트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평일반 주말반 / 라인핏 / 010-2837-0994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서울

540,000 건대역 번지 피트니스 지도자반 Lv.1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직접문의

서울

720,000 건대역 번지 피트니스 지도자반 Lv.2 / 인요가&기구필라테스 / 010-9009-4497 , 카톡 : inyoga2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필라테스 전문지도자 과정(RPCS) 55 기 - 월수금반 / 센트리얼 아카데미 / 02-522-2263

UpDated

직접문의

대전

2,000,000 요가 지도사 자격과정 - 주중반 (화,목) / 예다움필라테스 / 042-826-6969

UpDated

직접문의

대전

2,000,000 요가 지도사 자격과정 - 주중반 (토,일) / 예다움필라테스 / 042-826-6969

UpDated

서울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그룹레슨 평일반 - (1:00) / 피크 필라테스 / 010-8898-8933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그룹레슨 평일반 - (3:00) / 피크 필라테스 / 010-8898-8933

UpDated

직접문의

서울

직접문의

경기

직접문의

99,000 케틀벨트레이닝교육 - swing master course master 과정 & 마스터 테스트 / 루이스 컴퍼니 / 0507-1322-3624
300,000 실버요가 지도자과정 / 리썸요가 협회 / 010-2055-2929
직접문의 2020 을지대학교 학점은행제 체육학사 1학기 신입생,편입생 모집 / 김준수 교수 / 031-740-7386 , 010-5923-9205

100,000 원하는 시간에 수강가능한 매트,소도구,기구 필라테스 자격증 / 블라썸 필라테스 / 010-4715-7513

350,000 수업에 바로 활용가능한 스프링 보드 / 굿스파인 재활필라테스요가협회 / 010-9028-9376
직접문의 라인핏 MPSW 체형교정 지도자 자격증반 / 라인핏 / 010-2837-0994 , 카톡 : linefityoga
무료 매주 화요일 유튜브 무료 인강 - 근막경선 해부학 / 힐링무브 / 010-2811-2609

UpDated

UpDated
UpDated
UpD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