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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런
작은 실행으로 마음근력을 키우는
28일 마인드 피트니스
자아발견 | 일상행복 | 아이행복 | 자녀대화

2

마인드런
마인드런은 긍정심리 기반의 데일리 행동 미션으로 일상에서 개인의 자존감, 열정, 행복을 키우는 28일
마인드 피트니스입니다.
• 긍정심리 워크북을 기반으로 개발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제공
• 블룸의 마인드 이노베이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F/U 가능

챗봇을 통한
실행 촉진

마인드 이노베이션
교육과정
봄 과정 – 마음여행 : 자아발견 글쓰기
하루 과정 –마이크로 해피니스

미션. 감사쪽지

카카오톡
1일 1미션
발송

SNS 커뮤니티 내
미션 기록 및 공유
28일간 실행

* 카카오 오픈채팅방, 다음카페 등

마인드런
* 직원 개인 성장 및 복지 프로그램 목적으로 교육과정 없이 ‘마인드런’만 단독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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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런 테마
긍정 마인드, 회복탄력성, 긍정 동기부여 등 긍정심리 기반의 콘텐츠를 실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여행:자아발견글쓰기

오늘도 마이크로해피니스

아하:아이행복하루10분

# 긍정적인 자기인식

# 정서적 회복 및 에너지

# 부모-아이간의 정서적 유대감

# 부모-아이간의 정서적 유대감

#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 일상에서 정서적 활력

#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

# 아이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 긍정 사고와 태도

# 작지만 확실한 행복

# 아이행복 습관

# 긍정 동기부여

* 현재 카카오 스토리펀딩과 파트너쉽을 맺고,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중
자세히 보기 : https://storyfunding.kakao.com/partner/bloom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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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를응원해!5분맘톡

마음여행 : 자아발견 글쓰기
28일간 글쓰기를 통해 긍정적인 나의 모습 탐색하는 자기성장 프로젝트
• 긍정적인 자기탐색을 바탕으로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 자신의 흥미, 가치관, 강점을 파악하여 현명한 진로 설계 수립
• 셀프 리더십 및 내적 동기부여 강화

1

28일간, 매일 하루 1개씩
글쓰기 질문 발송

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일 나의 스토리 작성

• 웰빙 모델 PERMA(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을 기반으로 개발된 글쓰기 주제 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내 챌린저들간의 응원 댓글 촉진
• 마인드 이노베이션 과정 중 ‘봄,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다’ F/U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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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 태그를 수집하여
행복나무 시각화

오늘도 마이크로 해피니스
28일간 하루 1개씩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한달을 채우는 셀프행복 프로젝트
• 심리적 스트레스 극복 및 회복탄력성 강화
• 정서적 행복도 향상
• 나만의 행복 습관 형성

1

28일간, 매일 하루 1개씩
행복 미션 발송

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션 실천후기 공유

• 소냐 류보머스키의 12가지 행복전략을 기반으로 개발된 행복 미션 제공
• 해피챗봇의 미션 실천 가이드 제공
• 마인드 이노베이션 과정 중 ‘하루, 회복탄력성을 예방하다’ F/U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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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실천하고 싶은
마이크로 해피니스 TOP 선정

아하 : 아이행복 하루10분
28일간 하루 1개씩 아이를 위한 행복 습관을 실천하는 부모성장 프로젝트
• 아이-부모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 육아지식의 이해를 넘어 행복한 육아습관 실천

1

28일간, 매일 하루 1개씩
아이행복 미션 발송

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행복일지 작성

• 소냐 류보머스키의 12가지 행복전략을 기반으로 개발된 아이행복 미션 제공
• 해피챗봇의 미션 실천 가이드 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내 챌린저들간의 응원과 격려의 댓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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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캘린더를 통해
미션 수행 기록

사춘기를 응원해, 5분 맘톡
28일간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응원의 말 한마디를 연습하는
부모성장 프로젝트
•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1

28일간, 매일 하루 1개씩
맘톡 미션 발송

2

아이에게 존중, 공감, 응원의
맘톡 메시지 보내기

• 자기결정이론(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맘톡 미션 제공
• 멘토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 관찰 기록과 부모 성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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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챗봇에게
매일 맘톡일지 작성

마인드 콘텐츠 기업, 블룸컴퍼니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21길 9 화암빌딩 5층
070-4618-2606
ask@bloomhappiness.com
www.bloomhappiness.com

‘블룸컴퍼니’를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