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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QUATIC FITNESS

CONFERENCE

2007-08

Health, Happiness, Harmony Festival!

“ 아쿠아로 하나되어 ”

년2007 7월 14일( )~土 15일( )日 2일간

행 사 장 청구문화스포츠센터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 내( )

공동주최 미국 아쿠아운동협회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AEA

일본 아쿠아다이나믹연구소 Aquatic Dynamic Institute- ADI

주 관 코리아 아쿠아피트니스컨퍼런스 운영위원회

후 원 온누리아쿠아, 마케팅JB

협 력 청구문화스포츠센터 대구유성스포츠프라자 한국웃음치료센터, ,

한국퍼서날트레이너협의회 대한리권협회, ,

기획운영 사단법인 한국아쿠아운동협회

KOREA

AQUATIC

FITNESS

CONFERENCE



KOREA AQUATIC FITNESS CONFERENCE 2007-08

- 2 -

Greetings

제 회 에 참가를 환영합니다3 KAFC 2007~8 .

이제 창립 주년을 년 앞둔 제 회 아쿠아피트니스 국내총회의 의미는 아쿠아운동의 국내10 1 3

보급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굳히고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 아쿠아

피트니스 트랜드를 동시에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아쿠아운동협회의 엔지 프록터 전무이사와

일본 교육전문 트레이너 요시다 선생님과 니시모리 선생님의 발표를 지원해주신 일본 아쿠아다이나믹연구소의 곤

노 준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스트 클래스와 워크샵 논문 등으로 아쿠아운동 지도자들의 프로그램에 영감과 동기유,

발을 줄 모든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용품과 협찬을 아끼지 않으신 온누리와 여러 협력기관 및 단체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회째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자랑스럽습니다 개최를 위해 도와3 . KAFC 2007-8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있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아쿠아운동협회 회장

박 미 희 올림 한국대표(AEA )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everyone involved in the third conference

of the Korea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in Seoul, Ko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in 1998, aqua therap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 Korea as one of the hydro-therapies. I

welcome all the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therapists coming from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S.A. It is vital to expand the profession of

aqua therapy by sharing accurate knowledge and experienc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role of Aqua therapy in our aged society is to promote

health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 hope this conference will be the

new beginning of a successful and enjoyable aqua therapy. Again, I welcome all of you to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Thank you. Please, have a

great time.

저는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금번 한국 아쿠아운동협회 컨퍼런스 관계자

모두를 축하하는 자리로 삼고 싶습니다 년도 한국 아쿠아운동협회가 설립된 이후로 아쿠. 1998 ,

아테라피는 대한민국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수치료 가운데 하나( : hydro- therapy)水治療

로 발돋움 해 왔습니다 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국제 테라피스트 여.

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총회는 전 세계 각국의 아쿠아 테라피 전문가들의 지식 공유를 확대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테라피의 역할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금번 총회가 새로운 아쿠아 테라피의 성공적인 향유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차. 3

한국 아쿠아운동협회의 국제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

고려의대 안암병원

통합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보완통합의학회 회장

이 성 재

Sung Jae Lee, M.D., PhD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KUMC)

Director, Department of Integrative Medicine

President, Korean Society of Co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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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On behalf of the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AEA), we are honored to be involved with

the 3rd Annual Aquatic Fitness Conference in Korea hosted by the Korea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KAEA). It is exciting to see how the aquatic fitness industry continues to

expand and progress in Korea thanks to the excellent train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options provided by KAEA. We know that this event will be a wonderful opportunity to learn

techniques and programming ideas, meet other professionals in the industry

and share in the worldwide friendship of fitness. Wishing all that attend a

wonderful experience!

Special thanks to Mee-Hee Park, AEA Aquatic Training Specialist, and all

the staff at KAEA for making aquatic fitness safe, effective and

enjoyable!

Angie Proctor, Executive Director ,

Julie See, President

Aquatic Exercise Association 를 대신하는 한국아쿠아운동협회가 제 회 코리(AEA) 3

아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이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쿠아피트니스.

산업이 한국에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가 제공하. KAEA

는 훌륭한 트레이닝과 교육 그리고 자격제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행사가 테크닉과 프로.

그래밍 아이디어를 배우고 또 피트니스 산업에서의 다른 전문가들과 만나 세계적인 피트니스

우정을 나누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경험을 얻기를 바랍.

니다!

특별히 아쿠아 트레이닝 스페이셜리스트 박 미희와 모든 스탶들에AEA , , KAEA

게 아쿠아 피트니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즐겁게 만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쥴리 씨 회장, AEA ,

앤지 프록터 전무, AEA

아쿠아엑서사이즈 단체로 최대 국제조직인 는 미국동부 미시간에 인접한 지방도시 와신콘주에서 년에 시AEA 1986

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국제 아쿠아피트니스컨퍼런스 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주년이 되. (IAFC) 20

는 해입니다 금년 는 또하나의 기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를 대표하여 발표자가 선정되었. IAFC . AEA IAFC

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사람은 트레이너 조경민선생 또 한사람은 박미희 회장입니다. KAEA , KAEA .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생과 성장까지 긴여정이 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체장으KAEA .

로서 끈기로 이끌어온 박미희회장의 헌신적인 지원의 결과는 훌륭한 트레이너들과 또 모

든 지도자들의 아쿠아엑서사이즈의 강렬한 애정이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음을 증명합니

다.

일본 대표로서 이번 한국의 아쿠아엑서사이즈 국내총회 개최을 축하드립니AEA ,

다 그리고 전년의 컨퍼런스처럼 컨퍼런스도 값어치있는 결실과 많은 성. 2007-08

과를 거두시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는 일본에서 여러분의 활약과.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아쿠아엑서사이즈의 점진적 발전. ,

을 향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보다 한층더 완벽한 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 SCRUM

다.

아쿠아다이나믹연구소 일본- ,

소장 곤노 준 일본대표(AEA )



Date
Session / Presenter

Time
Session / Presenter

CODE MC /Pool LMC /Land LECT /Room

1st

7/14

ALL 101 Angie Proctor 08 : 30 ~09 : 15

A 조 경 민104 09 : 30 ~10 : 15 박 중 현111

김 유 진119

(10 : 00 ~11 : 10)B 윤 호 현105 10 : 30 ~11 : 15 유 연 주112

A 김 윤 희106 11 : 30 ~12 : 15 113 Angie Proctor 윤 호 현105

12 : 30 ~13 : 15 김 은 정114 1B 이 정 영107

13 : 30~ 14 : 15ALL 102 Kenichi Yoshida

14 : 30 ~15 : 15 안 영 진115 전 진 선116A 김 정 자108

15 : 30 ~16 : 15 전 진 선116 김 은 정110B 김 은 영109

16 : 30 ~17 : 15 성 진 희117 1A 김 은 정110

17 : 30 ~18 : 15ALL 103 Nakaba Nishimori

08 : 30 ~09 : 15

2nd

7/15

ALL 201 Angie Proctor

09 : 30 ~10 : 15 이 창 훈211B 김 연 주204

10 : 30 ~11 : 15 정 성 훈212 김 연 주204A 강 성 선205

11 : 30 ~12 : 15 이 선 경213 강 성 선205B 윤 선 환206

12 : 30 ~13 : 15 김 은 정214 2 윤 선 환206A 김 현 아207

13 : 30 ~14 : 15ALL 202 Nakaba Nishimori

14 : 30 ~15 : 15 함 정 은215 박 건 향218B 임 미 오208

15 : 30 ~16 : 15 216 Nakaba /Yoshida 임 미 오207A 김 은 미209

16 : 30 ~17 : 15 성 진 희217 2B 이주영 안상정210 /

17 : 30 ~18 : 15ALL 203 Kenichi Yoshida

ALL 219 Closing
Ceremony

18 : 15 ~18 : 30

ALL 19 : 10 ~20 : 00 220 Awards &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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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⑴ 해외초청 국제발표자 프로그램은 (ALL) 로 표시되어 참가자 전원 입장합니다.

⑵ 마스트클래스 수영장 입장은 신청한MC ( ) (A) 혹은 (B) 시간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⑶ 랜드마스트클래스 체육관 와 이론강의 강의실 입장은 자유 선택입니다LMC ( ) Lect ( )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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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ster Class

【】
니시모리 나까바 일본( )

Nishimori Nakaba

ADI STAFF & Trainer

자격AEA/ATRI/HTI&AFP

브라질2002 ASAA

최우수지도자상 수상

한국 발표2005-6 KAFC

Master Class

DECK

AQUA EXERCISE 2007

Land Master Class

시연Ai Chi

앤지 프록터 미국( )

Angie Proctor

아쿠아운동협회AEA USA

전무(USA) Personal Body

대표Trainers, Inc. 여개60

Video & DVD 출시

Master Class

Mid Deep Challenge

Boot Camp Drills 2007

Land Master Class

Aqua Abs On Deck

켄니치 요시다 일본( )

Kenichi Yoshida

자격AEA HTI

일본대표IAFC -

2001 2003 2004 2007

Master Class

Simple, Dynamic Aqua Dance

Aqua Glove Exercise

Land Master Class

시연Ai Chi

101 , 106 , 201【 】

102 , 203 , 216【 】

【103 , 202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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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Class Present Ⅰ

【 111 】박 중 현

PARK JUNG HYUN
대한리권협회장

리권 시범단

기획 및 연출

월드미스2006

유니버시티

오프닝연출 외

다수 지도

【 115 】안 영 진

AN YOUNG JIN

태권도체육관장

태권도 단5 ,

합기도 단5

해동검도 단5

격투기등 다수

경원대학교

석사과정

【 212 】정 성 훈

JUNG SUNG HUN

한국웃음센터팀장

백석대학교

웃음치료사과정

책임교수

웃음치료사 연수

및 워크샵 진행

【 215 】함 정 은

HAM JUNG EN

자격KAEA, AEA

자문위원KAEA

이학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과 겸임교수외

유아체육 전공

【 112 】유 연 주

YU YEON JOO

자격KAEA, AEA

연구위원KAEA

서울대학교 /

이학박사

우송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

학부교수

【 119 】김 유 진

KIM YU JIN

자격KAEA, AEA

자문위원KAEA

이학박사 /

계명대외래교수

대구유성스포츠

프라자 이사

【 】전 석 필

JEON SUK PIL

자격KAEA, AEA

자문위원KAEA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 116 】전 진 선

JEON JIN SUN

자격KAEA, AEA

임산부출산교육

여성전문병원

임산부 수체조

및 맘 앤 베이비

클라스 전문

【 211】이 창 훈

LEE CHANG HUN

한국 퍼스널트레이너
협의회 회장

대한체력관리
학회이사

퍼스널트레이너Fit
Korea Personal

Trainer Instructor

【117,217】성 진 희

SUNG JIN HEE

태권도 단5

태극권지도자

및 심판자격

부산대학교 석사

북경체육대학교

박사과정준비중

【 213 】이 선 경

LEE SUN KYUNG

자격KAEA, AEA

연구위원KAEA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과박사수료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명지대 객원교수

【 114,214 】김 은 정

KIM EN JUNG

자격KAEA, AEA

아쿠아요가

아쿠아킥복싱자격,

생활체육 급자격2

한국포크댄스협회

급지도자자격2

단국대 외래교수

【 】양 승 규

YANG SEUNG GYU

고려대학교 졸업

중등체육정교사자격

환경부장관표창

자원봉사활동YMCA

경원대학교석사과정

【 】유 익 성

YU ICK SUNG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법,

응급처치원 강사

수상검정위원

생활체육 급자격2

응급구조사면허

인천적십자병원근무

【 220 】Awards & Party

○ 소고춤 (KOREA)
김윤영 박건향 김보영 이지은 천은지/ / / / /

강영아 전청량 명/ (7 )

○ 테라퓨틱 앤드 헬스케어

엑서사이즈 (KOREA)
강성선 김미자 김은미 김연주 김정자/ / / / /

김윤희 박건향 윤선환 이선민 이영미/ / / / /

이정영 임미오 정현정 정홍현 조경민/ / / / /

조상미 한상미 한수아 명/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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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Present Ⅱ

【 107 】이 정 영

LEE JUNG-YOUNG

KAEA STAFF

자격KAEA, AEA

생활체육 급자격3

에어로빅헬스( , )

음악줄넘기 급3

아쿠아지도 년차5

【 208 】임 미 오

LIM M I-OH

KAEA STAFF

자격KAEA, AEA

필라테스요가, ,GX

강사 일본,2006

컨퍼런스발표

아쿠아지도 년차8

【 104 】조 경 민

CHO GYOUNG-MIN

KAEA STAFF

자격KAEA, AEA

태권도 공인 단2

일본총회발표2006

미국 발표2007 IAFC

아쿠아지도 년차8

【 210 】이 주 영

LEE JU-YOUNG

KAEA STAFF

자격KAEA, AEA

생활체육 급자격3

음악줄넘기 급자격3

아쿠아지도 년차4

【 105 】윤 호 현

YUN HO- HYUN

자격KAEA, AEA

자격AEA PT

생활체육 자격

헬스수영( , )

경원대학교석사과정

아쿠아지도 년차5

【 206 】윤 선 환

YUN, SUN-HWAN

자격KAEA, AEA

아쿠아요가 자격

아쿠아킥복싱 자격

헬스강사자격

아쿠아지도 년차4

【 210 】안 상 정

AN SANG-JUNG

KAEA STAFF

자격KAEA, AEA

아쿠아지도 년차2

댄스퍼포먼스강사

【 218 】박 건 향

PARK GUN HYANG

KAEA STAFF

자격KAEA, AEA

부산대학원졸업예정

수중복합운동에

관하여 논문연구

아쿠아지도 년차3

【 207 】김 현 아

KIM HYUN-AH

자격KAEA, AEA

생활체육지도자

수영보디빌딩( , )

스킨스쿠바 자격CMS

수영지도 년13

아쿠아지도 년차6

【 209 】김 은 미

KIM EUN-M I

KAEA STAFF

지도자교육강사

자격KAEA, AEA

생활체육 급3

명지대석사과정

아쿠아지도 년차5

【 204 】김 연 주

KIM YOUN-JU

KAEA STAFF

지도자교육강사

자격KAEA, AEA

생활체육 급2

단국대석사과정

아쿠아지도 년차3

【 106 】김 윤 희

KIM YUN-HEE

KAEA STAFF

자격KAEA, AEA

자격AEA PT

아쿠아요가 자격

생활체조지도자 자격

아쿠아지도 년차5

【 205 】강 성 선

KANG SUNG-SUN

자격KAEA, AEA

자격AEA PT

아쿠아요가킥복싱,

생활체육 급자격2

경원대학교석사과정

아쿠아지도 년차7

【 109 】김 은 영

KIM EUN-YOUNG

KAEA STAFF

지도자교육강사

자격KAEA, AEA

생할체육 급자격3

에어로빅수영( , )

아쿠아지도 년차6

【 108 】김 정 자

KIM JUNG-JA

KAEA STAFF

자격KAEA, AEA

아쿠아요가 자격

생활체육 급자격3

째즈지도자 자격

아쿠아지도 년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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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Descriptions 1

MC (master calss) LMC (Land master calss) WS 실기와 이론(workshop ) LECT 강의(Lecture )

Session Presenter Description

101 2007 Boot Camp Drills 2007 (MC) Angie Proctor 의 부츠 캠프 드릴은 카디오와 무산소 피트니스 트2007

레이닝을 위한 인터벌 드릴 테크닉 삽입의 군대훈련의

빠르고 격렬한 드릴 트레이닝 맞는 소품을 준비하세요!( ).

102 Aqua Glove Exercise(MC) K, Yoshida 아쿠아 글로브를 이용한 카디오에 높은 운동강도의 토닝으로

쉐이프업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03 Floating Dance N. Nakaba 밸런스 링을 이용한 기본동작에서 창조적인 조합을 아

쿠아댄스로 경쾌한 리듬에 동작 변화를 준다.

104 Aqua Taekwan 5 (MC) Cho Gyoung-min 태권도의 품세 겨루기 격파 요소를 물에 응용한, , 3

역동적이며 부드러움이 조화로운 아쿠아태권!

105 Aqua Body Pump(MC) Yun Ho-Hyun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에 루틴을 첨가한 상하체 및 전

신 서킷 프로그래밍

106 Aqua Ball & Fun (MC) Kim, Yun-Hee 볼을 이용하여 신체발란스와 근력을 증강하는 볼 펀&

107 Aqua Power Dance (MC) Lee Jung-Young 음악과 댄스를 통해 역동성과 세련된 안무의 조화를

체험하는 파워풀한 물의 흐름을 느껴보자

108 Aqua Joy Jogging (MC) Kim Jung-Ja 어떠한 운동이든 즐거움이 바탕이 되면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 스트레칭 유연성 근력까지 신체가 자연스. , ,

럽게 적응하는 기본에 조깅이 있다.

109 Aqua Basic Swimming (MC) Kim Eun-Young 수영과 아쿠아 모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중테크

닉을 팔다리의 지레길이의 변화와 템포변화를 통해

흥미요소를 이끌어낸다

110 Korean Masked Dance (MC) Kim Eun-Jung 탈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춤사위를 응용하여 안무와

대형변화를 통해 공동체 놀이를 체험하는 멋진 시간!

대한민국 휘트니스 리권111 (LMC) Park Jung-Hyun 몸에 쌓힌 스트레스를 펀치와 발차기로 한방에 날려

는 리권특유의 음악과 함께 새롭게 숨쉬는 몸을 버리는

상상해 보자

세계의 민속무용112 (LMC) YU Yeon-Joo 아쿠아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민속무용의 세계!

113 Aqua Abs On Deck (LMC) Angie Proctor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체력수준의 사람들의 안

전한 트레이닝을 위한 지도자들의 지식과 동작수행

을 재복습시키는 것이다.

114 American Line Dance (LMC) Kim Eun-Jung 미국현지의 컨츄리 라인댄스 배워보기 기초편-

태권도 연무동작115 (LMC) An Young-Jin 태권도의 동작과 힘의 조절능력등 동작의 정확성과

발차기동작 기본동작을 연마한다,

임산부 엑서사이즈116 (WS) Jeon Jin-Sun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통증 및

도움이 되는 운동프로그램을 알아보자.

117 Tai-Chi (LMC)Ⅰ Sung Jin-Hee 태극권 기본기를 익혀 아쿠아엑서사이즈에 응용하세요

개념과 수중에서의 활용118 PNF (LECT) Kim Yu-Jin 의 전반적인 소개 수중에서의 활용 및 사례소개PNF , !



KOREA AQUATIC FITNESS CONFERENCE 2007-08

- 9 -

Session Descriptions 2

MC (master calss) WS 실기와 이론(workshop ) LMC (Land master calss) LECT 강의(Lecture )

Session Presenter Description

201 Mid Deep Challenge(MC) Angie Proctor 고강도의 딥워터 트레이닝을 경험 에어로빅과 비에어,

로빅 트레이닝을 강화시키는 서스펜디드 테크닉 삽입,

창의적인 컴비네이션과 한정운동에 도전한다

을 이용한 토닝 프로그램202 DECK (MC) N. Nakaba 풀의 벽면을 이용한 수중운동 프로그램 아쿠아엑서.

사이즈의 번외편의 하나라고 전하는 데크프로그램은

새로운 영역으로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203 Simple, Dynamic Aqua Dance(MC) K, Yoshida 기본기와 과정을 소중히 하는 다이나믹 댄스 프로그램

204 Dynamic Aqua Duo MC) Kim Youn-Ju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연상시키는 수중에서의 고

강도 훈련의 트랜지셔날 응용프로그램으로 아쿠아수

업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아이디어 프로그래밍

205 Core Training(MC) Kang Sung-Sun 힘들어도 질리지 않고 즐겁고 효과적인 코아트레이닝을

배워보자

206 Aqua Dance Timemachine (MC) Yun Sun-Hwan 년대부터 최근까지 유행한 체험 댄스 프레이드1950 !!

207 Aquatic Tempo comodo (MC) Kim Hyun-Ah 수중에서의 운동 성공여부는 신체가 움직이는데 필

요한 에너지를 내는 근육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바탕.

으로 나타나는 운동효과를 기대한다.

208 Keep Your Body Slim & Balance (MC) Lim Mi-Oh 수중발레테크닉을 응용한 균형있는 바디쉐이프 운동

209 An Exciting Sports (MC) Kim Eun-Mi 신나고 재미있는 모든 운동을 유산소 서킷형태로 구

성한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210 Shall We Dance (MC) Lee Ju-Young/An Sang-Jung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댄스 퍼포먼스를 함께 즐기자

웃음치료의 효과211 (LMC) Jung Sung-Hun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고

행복한 웃음은 셰계최고의 보약입니다.

212 Functional Strength Training by Bend (LMC) 엘라스틱밴드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에 원활히 대처

Lee Chang Hun 토록 고안 구성한 기능적 근력훈련 체험하는 시간!

지화자213 (LMC) Lee Sun-Kyung 신명나는 소고춤이 주는 화려한 한마당 엑서사이즈!

214 American Line Dance (LMC) Kim Eun-Jung 미국현지의 컨츄리 라인댄스 배워보기 응용편-

활인심방215 (LMC) Ham Jung-En 활인심방의 의미와 주 구성내용을 운동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실행방법을 소개한다

216 Land Ai Chi (LMC) N. Nakaba 아이치 프로그램을 랜드에서 효과적으로 배우는 기회!

217 Tai-Chi (LMC)Ⅱ Sung Jin-Hee 첫날의 태극권 기본기에 이어 태극권 는 응용편이2Ⅰ
첨가되어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완성하는 체험코스

특수대상자218 (LECT) Park Gun-Hyang 국내발표된 논문을 통하여 특수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쿠아엑서사이즈 운동법을 제시한다

219 Closing Ceremony ALL 풀 피나레 에서 하나되어 를 기약한다' ’ KAFC 2009

220 Awards & Party ALL 국내 아쿠아피트니스 발전을 위한 시상과 축하파티!



일2 All 일1

일반등록 월 일(7 7 ) ₩260,000 ₩140,000

조기등록 월 일(5 31 ) ₩220,000 ₩120,000

보수교육 학점인정( ) 10.0 CECs 5.0 C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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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 Misc.

등록신청

사단법인 한국아쿠아운동협회 홈페이지 인터넷(kaea.or.kr)

신청과 컨퍼런스 참가비 입금하십시오.

등록기간

월 일4 25 ~ 7월 일 마감7

참 가 비

입금계좌

예 금 주 아쿠아컨퍼런스

기업은행 050-082541-01-012

참가자 혜택

행사비디오 특가 신청자격 메뉴얼 기념KAFC etcⓐ ⓑ ⓒ

취소 환불&

취소 및 환불은 어떠한 사유로든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

하십시오 단 의료기간 및 공공기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할 경우 등록금의 를 사무처리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을, 5%

환불해드립니다

연기신청

부득이 행사에 불참해야 할 경우 일년 이내 기타강습회,

로 이전시킬수 있습니다 단 이전신청은 행사일 최소 주전. , 2

월 일까지 팩스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한 것에 한하여 인6 30 ,

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관련

행사장이 학교건물이므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행사장이 서.

울 중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중구인근이나 종로구 동대문구에,

숙박장소가 다수 있습니다 숙박예약은 호텔등 숙박업소에 직.

접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클라스 별 정원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①

발표자의 개인사정이나 행사장 사정으로 프로그램 변경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환불,③

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물이 개인소지품은 보관에 협조바랍니다.④

행사장 안내

청구문화스포츠센터

소재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 내:

사용시설 : 지상층2 대체육관

지상 층1 소체육관

지하 층1 수 영 장

찾아오기

행사장 소개

기타사항

기타문의

코리아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에 대하여 궁금한2007-08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 회 코리아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 운영위원회3

☎ 02-2651-5894 /5 /6

FAX 02-2651-6120

e-mail kafc@kaea.or.kr

■ 철도이용

서울역에서 지하철 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호선(4 ) -> (5 )

환승 청구역 하차 개역 분 소요예상- (6 /15 )

■ 고속버스이용

고속터미널에서 지하철 호선 약수역 호선 환승(3 ) -> (6 )

청구역 하차 개역 분 소요예상-> (8 /17 )

■ 지하철이용

호선 청구역5, 6 ③번 출구에서 도보로 분거리5

■ 버스노선

142, 147, 0212,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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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Sketch 2005- 06

2007
국제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

IAFC USA

2006
아쿠아

엑서사이즈

국내총회

JAPAN

2005
아쿠아테라피

심포지움

JAPAN

2004
한국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

KOREA

2005-6
한국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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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Happiness, Harmony Festival!

“ 아쿠아로 하나되어 ”

2007-08
코리아 아쿠아피트니스 컨퍼런스
제 회 운영위원회3 KAFC

☎ 02-2651-5896

FAX 02-2651-6120
e-mail kafc@ ka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