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자 : 담당 기관장

( 경  유 )  : 각 기관 치료사 및 트레이닝 전문가

제      목   : 2017년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A, B 코스 및 Exercise 코스 개최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The Lab(더랩)에서는 2017년도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CLT) A, B 코스와 

CLT Exercise 코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첨부합니다.

- 아 래 -

가. 코스명: CLT A, B 코스 및 CLT Exercise 코스

나. 코스일정: (상세 교육 일정 및 내용 첨부 참조) 

                   CLT A 코스- 2017년 2월 10일(금) ~ 12일(일)

CLT B 코스- 2017년 2월 13일(월) ~ 15일(수)

CLT Exercise 코스- 2월 17일(금) ~ 18일(토)

다. 강사:  Britta Dietz (Germany)

라. 문의: 더랩 관리팀(임재헌 010-6858-8125, 박혜령 010-2653-1218)

첨부: 1.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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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7 CLT 코스 안내
[접수 기간]
1. ~ 인원 마감 전까지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접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접수 양식은 https://goo.gl/YkuKyg 또는 http://fb.com/projectthelab

2. 주최측 연락을 받고 확인
    - 주최 측으로부터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할인 대상자의 경우 12월 29일에 연락 드릴 예정

3. 교육비 입금
    - 안내 받은 교육비를 입금함(아래 계좌 참조)

[코스 접수자 선정 기준]
1. 모든 코스는 A코스와 B코스 동시 신청자 우선 선발
2. Exercise 코스는 선착순 선발

[CLT 코스 내용]
1. CLT A 코스 
- Basic concepts of CLT
- Introduction of Sprinter/ Skater
- How to facilitate in various position

2. CLT B 코스
- Techniques in CLT
- Connection of Sprinter/ Skater
- Relation in gait and chopping

3. CLT Exercise 코스
- Introduction of CLT
- Exercises for coordination
- Sprinter/ Skater/ Chopping/ Lifting exercises

[입금 계좌 및 문의]
- 입금 계좌: 광주은행 415-107-147201 박혜령
- 더랩 관리팀 (limjaeheon@gmail.com, 010-6858-8125, 010-2653-1218)
- 통화가 안될 경우,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환불 규정]
국제코스 특성 상, 취소와 환불이 제한적이니 주의 바랍니다.
- 전액 환불: 코스 시작 한 달 전, 17년 1월 10일 이전.
- 50% 환불: 코스 시작 2주 전, 17년 1월 27일 이전. 
- 환불 불가: 17년 1월 2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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