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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YOUR BODY
LOVE YOUR MIND

Dear Friends,

LAURA MCLUCKIE
BROADCASTER & WELLMI CEO

Thank you for joining our wellness community. It's a pleasure to welcome you to our studio and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better. My name is Laura McLuckie and I am the founder and owner of
WellMi Wellness Solutions. I'd like to tell you a little about my journey into wellness.
For many years I struggled to find a space where I felt comfortable being myself. In my younger years I
struggled greatly with my mental health, which led to a lot of negative thinking and destructive behavior.
As I tried to navigate life, I developed a deep hatred for my body, which led to an eating disorder and
another long and arduous battle with depression.
When I fell pregnant with my son in 2013 I knew I had to mak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my life. I
began to study and practice different wellness-based philosophies and strategies, I developed a
disciplined routine and eventually I started to see a difference in my mental and physical health. Most of
all, I started to love myself, for what seemed like the very first time.
I started sharing wellness with others in our community in early 2017, and as I continued to share I loved
seeing the positive impact it had on others. I decided it was something I wanted to pursue as a career and
finally opened WellMi Wellness in 2019 as a startup company. The pandemic slowed us down, but we've
managed to grow and share wellness activities, classes, seminars and workshops with many people from all
across the world, and have a number of beloved wellness community members and partners.
I hope that we can continue this journey of learning and growing and thriving together. I am truly inspired
by the wonderful people we have the privilege of connecting with through wellness. It is such a rewarding
and meaningful journey, and I'm grateful to share it with you. I wish you well in your pursuit of a healthy,
happy life and look forward to supporting you in cultivating your own wellness lifestyle.
In gratitude,

Laura McLuckie

친애하는 여러분 ,
웰빙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제 이름은 L a u r a M c L u c k i e 이고 W e l l M i W e l l n e s s S o l u t i o n s 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입니다 . 제 웰빙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수년 동안 저는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어린 시절 저는 정신 건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 이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 삶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면서 내 몸에 대한 깊은 증오가 생겨 섭식 장애와 우울증과의
길고 힘든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
2 0 1 3 년에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는 다양한 웰니스 기반 철학과 전략을 연구
하고 실행하기 시작했고 훈련된 루틴을 개발했고 마침내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차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보이는 나 자
신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2 0 1 7 년 초에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웰빙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공유하면서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좋아했습니다 . 하고 싶은 일
이였으며 2 0 1 9 년 드디어 웰미웰니스를 스타트업으로 열었습니다 . 팬데믹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지만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웰빙 활동 ,
수업 , 세미나 및 워크샵을 공유하고 성장했으며 사랑받는 웰빙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저는 우리가 웰빙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훌륭한 사람
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 그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고 ,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 여러분의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가꾸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
로라 맥러키
Laura McLuckie

PROGRAM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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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Miracle Morning / Laura
English/Korean

Achieve your full potential with daily habit cultivation. Addressing th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our lives, this session combines full-body exercise, breathing techniques,
mindfulness meditation & self-reflective journaling.

Power Yoga / Andy Miran
Korean/English

A powerful yoga class to build strength, find balance and energize the body.
Through gentle movement from one pose to the next, activate your less-used muscles
and energize your whole body through power yoga.

Vinyasa Flow / Rosie
English

Nourish your body and mind through flow. These vinyasa flow classes are designed to
focus on different areas of your body, breathing exercises to connect body and mind,
and dynamic flows to both energize and relax you into your day.

Mindful Art / Rosie
English

Connect to yourself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of art. Using various materials, this
guided mindful art class will engage your creative flow to cultivate peace and
mindfulness in your daily life.

Chakra Flow Yoga / Lucy
Korean/English

Balance your mind and body through continuous movement focused on specific chakra
activity, for a renewed sense of energy and vibrancy. This session uses essential oils and
singing bowl vibrations to help reset your energetic balance.

Sun and Moon Yoga / Lucy
Korean/English

Through intentional, mindful movements based on Surya Namaskara, take care of your
body and breathing by cultivating calm through a sequence of relaxing asanas.

Lunchtime Stress Relief / Laura
English/Korean

Need a minute away from your busy day? This session focuses on deep relaxation
techniques, including guided meditation, aromatherapy and music. After stretching out
your shoulders, back and neck, lay down and relax to reset the mind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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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ility Focus / Laura
English/Korean

Find more ease in your body and increase your basic range of motion (bROM) with longhold, deep stretching. Using specific breathing techniques, timed and passive stretches,
this class utilizes props to accommodate all levels flexibility development.

WellMiracle Evening / Laura
English/Korean

Similar to WellMiracle morning, this session combines full-body exercise, breathing
techniques, guided meditation & self-reflective journaling, as well as thoughtful, mindful
conversation giving you a chance to process the day.

Aroma Yoga / Kyeongnan
Korean

Awaken your senses and align your body with calming aromas. This yoga class utilizes
specific aromas to restore the balance of body and mind, and helps build your focus and
sense of calm.

Sculpt & Flow Vinyasa / Danielle
English

“Sculpt” classes will incorporate weightlifting, with light dumbbells, throughout a power
yoga session for a full body workout. “Flow” classes compliment Sculpt class, but without
the weights. Try long, intentional holds, focusing on flexibility, and deep breathing.

Flow Yoga / Kyeongnan
Korean

Great wellness is a process of creating balance. Through this class, inspire balance
through opposing forces; the energies of heaviness and lightness, strength and softness,
speed and pause, using mindful movement and asana.

Yin Yoga & Deep Relax / Eun Byeol
Korean/English

Lay down the stress of the day, gather your thoughts, and relax. Through slow,
intentional movement and long-hold postures, this yin yoga session will help remove
tension in the muscles, joints and ligaments after a long, hard day.

Members will also enjoy complimentary aroma classes and other wellness
sessions throughout the year, from bilingual, certified wellness practitioners.
Although our teachers endeavor to join you every class, there may be some
occasions where
a substitute teacher will lead your regular classes. Rest assured, all our teachers
are all highly qualified, caring individuals ready to help you boost your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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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 미라클 모닝 / 로라

영어 / 한국어
매일 습관 형성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다루는 이 세션은 전신 운동 , 호흡
기술 , 마음챙김 명상 및 자아 성찰 저널링을 다룹니다 .

파워요가 / 앤디미란

한국어 / 영어
몸의 균형을 찾고 , 에너지를 부여하는 힘있는 파워 요가 클래스 . 부드럽게 한 동작 , 한 동작을 연결하고 멈추어서 사용하
지 않았던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 몸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 줍니다 .

빈야사 플로우 / 로지

영어
흐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 이 빈야사 흐름 수업은 신체의 다양한 영역 ,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
운동 , 하루에 활력을 주고 긴장을 푸는 역동적 흐름에 중점을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마인드풀 아트 / 로지

영어
예술의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알아 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마음챙김 미술 클래스는 일상
생활에서 평화와 마음챙김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적인 흐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

차크라 플로우 요가 / 지수

한국어 / 영어
특정 차크라 활성에 집중한 움직임을 이어가며 아로마와 싱잉볼의 파장이 에너지의 균형을 도와 줍니다 .

썬 앤 문 / 지수

한국어 / 영어
수리야나마스카라 기반의 양적인 움직임 후 , 이완 동작에 차분히 머물며 내 몸과 호흡에 집중 합니다 .

점심 스트레스 해소 / 로라

영어 / 한국어
바쁜 하루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이 세션은 가이드 명상 , 아로마 테라피 및 음악을 포함한 깊은 이완 기
법에 중점을 둡니다 . 어깨와 등 , 목을 쭉 뻗은 후 누워서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리셋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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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U P ! / 로라

영어 / 한국어
멈춘 깊은 스트레칭으로 몸의 편안함을 찾고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여줍니다 . 특정 호흡 기술 , 시간 제
한 및 수동 스트레칭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소품을 활용합니다 .

웰 - 미라클 이브닝 / 로라

영어 / 한국어
W e l l M i r a c l e 아침과 유사하게 , 이 세션은 전신 운동 , 호흡 기술 , 가이드 명상 및 자아 성찰 저널링 뿐만 아
니라 하루를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하는 사려 깊은 시간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요가 / 경난

한국어
정해진 아로마를 이용한 요가 클래스로 향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클래스 입니다 .
Sculpt & Flow

빈야사 / 다니엘

영어
" 조각 " 수업은 전신 운동을 위한 파워 요가 세션 전반에 걸쳐 가벼운 덤벨을 사용한 클래스 입니다 .
“ 플로우 ” 수업은 유연성과 심호흡에 중점을 두고 호흡을 길게 유지하여 근육의 활용도를 높인
근육 강화 클래스입니다 .

플로우 요가 / 경난

한국어
몸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용하여 무거움과 가벼움 , 강함과 부드러움 , 빠름과 느림의 상대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클래스 입니다 .

인요가 & 딥 릴랙스 / 은별

한국어 / 영어
한 자세에서 긴시간 머무르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가장 편안한 요가입니다 .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이완하며 평소
에 가져왔던 힘과 긴장을 내려놓는 차분하고 정적인 수련입니다 . 진정 우아한 쉼을 위해서 나의 몸에 집중하
고 , 내부의 평안함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회원들은 공인 웰니스 전문가로부터 무료 아로마 수업 및 기타 웰니스 세션을 일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 됩니다 .
강사님들은 모든 수업을 직접 진행합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체 교사가 정규 수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
모든 강사들은 회원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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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S
We offer our classes to suit both English & Korean speakers, with (nearly) all
of our instructors comfortable in both languages. All of our instructors are
CPR trained and certified wellness practitioners.

웰미는 요가 , 명상 , 라이프 코칭 , 사운드 테라피 , 마음챙김 , 아로마테라피 및 어린이 영어 웰니스를 포함
한 다양한 웰니스 수업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강사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 모든 웰
미 강사는 C P R 교육을 받은 인증된 웰빙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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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WELLMI ADULT

WELLMI KIDS

1 MONTH

1 MONTH

2 x Weekly
3 x Weekly
Daily
VVIP (Unlimited)

200,000 KRW
270,000 KRW
360,000 KRW
1,000,000KRW

2 x Weekly
3 x Weekly

240,000 KRW
360,000 KRW

3 MONTHS (10% DC)

3 MONTHS (10% DC)

2 x Weekly
3 x Weekly

2 x Weekly
3 x Weekly
Daily
VVIP (Unlimited)

6 MONTHS (15% DC)

540,000 KRW
729,000 KRW
972,000 KRW
2,400,000KRW

6 MONTHS (15% DC)
2 x Weekly
3 x Weekly
Daily
VVIP (Unlimited)

1,020,000 KRW
1,377,000 KRW
1,836,000 KRW
3,500,000 KRW

DROP IN
ONE DAY

30,000 KRW
77,000 KRW

2 x Weekly
3 x Weekly

648,000 KRW
972,000 KRW

1,224,000 KRW
1,836,000 KRW

CONTACT US FOR A FREE
CONSULTATION

무료 상담을 위해 연락하십시오

신용 카드 , 현금 결제
웰미 계좌번호

국민은행 - L a u r a M c L u c k i e ( 웰미 )
444001-04-101292

WellMi Wellness Studio | Business Reg: 565 - 31 - 0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