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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운동이든 좋은 자세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아래 운동은 힘을 기르고, 유연성을 
늘리며, 균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움직임에 있어 고통스럽지 않게 각자 
하실 수 있는 동작 범위에서 운동을 하십시오.  
 
상체 근력 운동 - 앉아서 노젓기 
1. 발을 어깨 넓이로 한 채, 반드한 자세로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으십시오. 밴드를 발 
밑에 두시고, 다리 사이에 밴드가 X자 모양이 되도록 반대쪽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왼쪽 
손잡이를 오른 손에, 오른손 손잡이를 왼쪽 손으로 잡아 주세요).  
2. 반듯한 자세로 팔을 뒤로 당겨 주세요.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게 하시고, 각 손이 옆구리 
쪽으로 가게 당겨 주세요. 이 자세에서는 등에 있는 날개뼈가 서로 가까이 쪼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실 겁니다.  
3. 이 자세를 6번 반복해 주세요. 
 

 
 스트레칭 - 고양이 자세 
1. 팔을 앞으로 뻣은 후, 등 윗쪽을 살짝 
구브린 채, 척추를 고양이처럼 둥그럽게 
만드십시오. **절대 머리를 심장 아래 
쪽으로 내려 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세를 5초 동안 유지 하십시오.  
2. 이제 팔을 양쪽 옆으로 빼시고, 척추를 
반대쪽으로 푹 들어가게 넣어 주세요.  
이 때 양 손을 하늘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세요. (5초 유지) 
3. 다시 반듯한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하체 근력 운동 - 앉았다 일어서기 
1. 반듯한 자세로 앉으신 후, 가슴 위로 팔을 X자로 하시고, 발을 골반 넓이로 바닥에 
붙이십시오. 
2. 동작:  
·기초: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배에다 힘을 주시고, 살짝 의자에서 일어나신 후,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십시오. (완전히 일어나시지 마세요.) 
· 진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일어서는 자세로 올라 오시되 몸의 무게를 뒷꿈치에 
두십시오.  
3.서서히 시작 자세로 돌아 오십시오. 6번 이 동작을 반복 하세요.  

        
 
스트레칭 – 앉아서 팔 뻣기 
1.의자 끝부분에 걸터 앉으신 후, 오른쪽 다리를 펴시고, 왼쪽 
다리를 바닥에 90º 각도로 세우십시오.  
2.골반 쪽에서 구부리셔서 오른쪽 발가락 윗쪽으로 팔을 쭈욱 
뻣으세요. 머리는 심장 위로 두시고, 이 자세를 5-10초 유지 
하셨다가 팔을 내리십시오.  
3.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균형감 – 자유의 여신상 
1. 의자 옆에 서신 후, 몸의 중심을 잡으세요.  
2. 왼쪽 다리를 뒤로 뻗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앞쪽으로 
올리세요. (왼쪽 발가락이 땅을 향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3. 원상태로 돌아오신 후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4. 동작을 하실때 천천히 하시면서 몸의 자세와 균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6번까지 반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