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웰니스 프로그램

•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 챙김 명상
• 목적: 참가자의 현재의 감각 인식 증가
자신과 타인에 관한 열정 증가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 챙김
명상

자아 성찰의 시간
삶의 상호 연결성의 이해
• 준비물: 종이, 펜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10)
• 준비 – 호흡 연습 (5)
• 긴장감 해소 요가 (10)
• 문제 해결 설문 (10)
• 시각 명상 안내 (5)
• 마무리 명상 & 정화 호흡 (5)
• Q&A
• 혜택: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건강&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내적 자아 성찰 인식, 불안 해소, 우울 감소, 문재 해결
인식 증가.

• 초컬릿 마음 챙김 명상 & 체어 요가
• 목적: 참가자의 현재의 감각 인식 증가
상상력 확장, 감각 인식의 탐험

초콜릿
마음 챙김
명상 &
체어 요가

삶의 상호 연결성의 깨달음과 감사
• 준비물: 개인당 초컬릿 2조각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5)
• 준비 – 호흡 연습 (5)
• 초컬릿 명상 (15)
• 릴렉싱 체어 요가 (15)
• 마무리 명상 & 정화 호흡 (5)
• Q&A
• 혜택: 감각 인식 & 집중력 증가, 즐거움 & 행복감,
스트레스 해소, 건강 & 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불안감
해소, 우울 감소, 순환 개선, 근육 유연.

• SOS!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가와 평온함
• 목적: 참가자의 면역 기능 증가
심신의 깊은 평온함 제공

SOS!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가와
평온함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제공
• 준비물: 의자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10)
• 준비 – 카운팅 호흡 (5)
• 부분 호흡 연습 (10)
• 면역 증가 요가 (10)
• 스탠딩 명상 (5)
• 바디 호흡, 긴장 해소 연습 (5)
• Q&A
• 혜택: 깊은 긴장감 & 스트레스 해소, 긴급 셀프 케어,
정신적인 인식 증가, 호흡 통제, 분노 조절, 우울 감소, 마음의
평화 증가, 현재 인식 증가, 면역력 증가.

• 마음 챙김 명상 101
• 목적: 깊은 마음 챙김 수련
현재의 몸과 마음의 인식 증가
가정과 직장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자애심 능력 강화

마음 챙김
명상 101:
성과력 증가
& 열정 수련

• 준비물: 의자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10)
• 준비 – 호흡 연습 (5)
• 마음 챙김 명상 안내; 몸의 감각 인식 (5)
• 바디 스캔 명상 (10)
• 마음 챙김 동작 (5)
• 자비 명상 (자애심) (10)
• Q&A
• 혜택: 회복력 증가, 반응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 건강 & 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인지 능력 향상, 열정 증가, 분노 조절,
우울 감소, 공감 능력 증가

•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 & 회복력 증가
• 목적: 회복력 증가 훈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간단한 방법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
& 회복력
증가

감정과 정신 안정을 위한 도구를 이용한 방법
• 준비물: 의자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10)
• 준비 –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 (5)
• 마음 설문 연습 (10)
• 원기 회복 체어 요가 (10)
• 바디 스캔 명상 (10)
• Q&A
• 혜택: 회복력 증가, 반응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 건강 & 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인지력 증가, 감정 해소, 우울 감소,
정신력 증가.

• 스트레스 통제를 위한 호흡
• 목적: 회복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간단한 방법
정신과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한 방법

스트레스
통제를 위한
호흡

• 준비물: 의자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10)
• 준비 – 호흡 연습 #1 (5)
• 호흡 연습 #2 (10)
• 역동적 호흡 테크닉 (10)
• 스트레스 해소 호흡 통제 (10)
• Q&A
• 혜택: 반응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 건강& 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인지력 증가, 감정 통제, 우울감 해소, 정신& 감정
안정감 증가, 면역력 증가.

• 직장 건강 (60분/90분)
• 목적: 감정과 정신의 행복 증가를 위한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 제공
• 준비물: 의자, 펜, 종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직장 건강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 체어 요가
• 마음 챙김 명상
• 설문 연습
• 그룹 토론
• 호흡 명상
• Q&A
• 혜택: 스트레스 해소, 건강& 행복 증가, 긴장감 해소, 인지력
향상, 감정 통제, 실행력 증가.

• 리더십 성장을 위한 소프트 스킬
• 목적: 정신과 감정 통제를 위한 간단한 방법
성공적인 리더십 성장을 위한 테크닉
리더십 개발을 위한 깊은 이해

리더십
성장을 위한
소프트 스킬

• 준비물: 의자, 펜, 종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 과정
• 환영 인사, 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10)
• 마음 소리 듣기 (5)
• 공감 능력 향상 테크닉 (10)
• 소프트 스킬 향상 테크닉 (10)
• ‘나다움’ 마음 챙김 명상 (5)
• Q&A
• 혜택: 건강& 행복 증가, 인지력 상승, 행동력 증가, 소프트
스킬 배양, 열정& 공감 능력 향상, 리더십 속의 친절함의 힘
이해력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