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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요가 공인 스쿨 

Nadia Yoga College 
 
 

Founder: Nadia / Since 2005 
초심, 중심, 진심, 선심, 양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5 메가시티 1403호 / Tel: 070-4001-6311 
      Website: www.nadiayoga.co.kr / E-mail: nadiayoga@hanmail.net       

Application for Teacher Training Course 
 

[기본사항] 
*모든 사항을 기입하세요.  
 

신청일자  한글이름  거주지  

코스구분  영문이름  이메일  

지원경로  생년월일  핸드폰  

 
[세부사항]  
*해당 사항만 기입하세요. 
 

상세주소  비상 연락망  

현재직업 유(         )                         무(         ) 직장  /  직위  

결혼여부 유(         )                         무(         ) 병력  /  병명  

가족관계  요가 자격증 유(         )                        무(         ) 

전        공  자격증 발급기관  

취        미  자격 프로그램명  

특       기  본 기관 소개자 유(         )                        무(         ) 

관심분야  소개자명 / 관계  

 
[기타사항] 
*3가지 사항 모두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나디아요가 
TTC 

지원동기 
 

최종 학력 

및 

취업 경력 

 

요가 지도자 

외 

자격사항 

 

 

http://www.nadiayoga.co.kr/
mailto:nadiayo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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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요가칼리지 TTC 요가 지도자 과정 (자격증 코스) 
 
1. 수강 과목 선택 

            1) 요가 파운데이션 (Yoga Foundation)  정상가 4,950,000원 

2) 비니 테라피 (Vini Therapy)  정상가 2,200,000원 

3) 마하 플로우 (Maha Flow)  정상가 1,750,000원 

4) 더 아사나 (The Asana) 정상가 1,680,000원 

5) 비트요가 Lv.1 (Beat Yoga Lv.1)   정상가 690,000원         

6) 비트요가 Lv.2 (Beat Yoga Lv.2 )  정상가 690,000원 

7) 타이플로우테라피  (Tai Flow Therapy) 정상가 790,000원 

8) 수리야요가 (Surya Yoga) 정상가 720,000원 

9) 실버케어요가 (Silver Care Yoga) 정상가 1,780,000원 

10) 플라잉 마르가 (Flying Marga) 정상가 1,680,000원 

11) 리요가1  (Re-yoga 1)   정상가 690,000원 

12) 리요가2  (Re-yoga 2)   정상가 690,000원 
 

 
       

2. 할인 적용 내용(해당사항 있을시) :    
 
3. 선택 수강 교육비 합계:   
 

* 위의 요금에는 행정, 교육, 자격증 발급 비용, 부가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 결제 수단 :    현금           카드           현금 + 카드   
 
 
 
 
 

이용 약관   ------------------------------------------------------------------------ 
 

[일반 규칙사항 및 고지] 
 

교육참여시 수업 전 30분전에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장, 향수, 과도한 노출 의상 등을 삼가 

바랍니다. 
 

1. 개인 요가 매트와 필수 교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요가 스튜디오 내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성과 저속한 단어는 금지합니다. 

3. 나디아요가칼리지 교육 기간 중에 촬영된 사진 및 영상물은 

나디아요가 온라인, 오프라인 간행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4. 나디아요가칼리지의 모든 교육 시 강사의 허락 없이 사진 

오디오, 비디오 촬영을 금지하며, 허가 없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물은 법적인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4. 나디아요가칼리지의 모든 교육내용 및 교재(교육 매뉴얼)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나디아요가 저작물의 

무단 전재와 배포, 도용을 금합니다. 교육생 본인 외에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환불 정책  -------------------------------------------------------------------------- 
 

[환불 정산 기준] 

1.  교육 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전, 취소 및 변경 시 위약금 

1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교육 시작일 기준 1개월 이하 전, 취소 및 변경 시 위약금 3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교육 시작일 기준 10일 전부터 교육 시작 후에는 어떠한 

사유도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카드로 결제했을 시에는 카드수수료 3.3%가 별도 

부과됩니다. 
 
 

등록신청 및 동의서   ------------------------------------------------------------ 
 

본인은 나디아요가칼리지 가입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규칙을 

이해하고,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날  짜:                                            서  명:                                   

(만 18세 미만은 부모의 서명이 필요) 

 
 

Nadia Yoga College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5 메가시티 1403호 

070-4001-6311 

nadiayoga@hanmail.net /www.nadiayoga.co.kr 

http://blog.naver.com/poweryoga / 

http://www.instagram.com/nadiayoga_korea 

mailto:nadiayoga@hanmail.net
http://www.nadiayoga.co.kr/
http://blog.naver.com/poweryog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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