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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후방으로 회전시켜 허

리의 아치(Arch)부분이 바닥

에 닿게 한다. 15-20초간 유

지한 후 5회 반복한다.

눕거나 벽에 등을 대고 선 자

세에서 턱을 당기며 목을 바

닥 방향으로 누른다. 10초간 

유지한 후 5회 반복한다. 

의자에 앉아 제자리를  걸으며 

양 팔을 번갈아 가며  굽혔다 

편다. 아령을 들고 하거나 모

레주머니를 차고 할 수 있다. 

앉은 자세에서 양 손을 가슴 

앞으로 쭉 편 후 깍지를 낀

다. 등을 넓게 펴면서 손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어 20초
간 유지한다.

한쪽 팔을 쭉 뻗어 몸  쪽으로 

당긴 후 반대쪽 팔로 뻗은 팔

의 팔꿈치를 누른다. 20초간 

유지한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은 후 다리를  따라 손을 

밀어내려간다. 최대한 내려간 

후 15초간 버티도록 한다. 

팔꿈치를 굽히고, 팔은 겨드

랑이 붙인 자세에서 팔꿈치가 

어깨와 수평이 되게 들어 올

린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할 

수 있으며 , 총 15회 반복한

다.   

의자의 끝에 걸쳐 앉은 후 가

슴에 팔을 모으고 허리는 곧

게 세운 자세에서 그대로 일

어선 뒤 다시 원위치로 복귀

한다. 총 12회 반복한다. 

앉거나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한쪽 발목  위에 다른  쪽 다리

를  올린다. 위쪽 다리에 힘을 

주어 아래쪽으로 당기고 아래

쪽 다리는 버티도록 한다. 10
초씩 5회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

닥에 대고 몸과 엉덩이 그리

고 허벅지가 직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티도록 한다. 무릎

은 바닥에 닿도록 한다. 
10-15초 동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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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아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양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며 양 팔을 머리  앞쪽으

로 뻗는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꼬

아 앉은 후 무릎을 안쪽으로 

당긴다. 20초간 유지한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팔을 머리  위나 뒤쪽으로 올

린 뒤 몸을 측면으로 최대한 

굽히도록 한다. 15-20초간 

유지한다.

앉은 자세에서 가슴에 팔을 

모은 후 뒤로 몸을 15-30도 

정도 뒤로 기울이도록 한다.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 10초간 유지한다. 

손으로 의자 등받이나 탁자 

등을 잡은 후 앉았다 일어서

기를 한다. 앉는 동안 정면을 

유지하면서 발끝을 넘지 않도

록 주의한다. 12-15회

한쪽 손으로 지지물을 잡은 

뒤 한쪽 다리로 선 다음 반대

쪽 다리는 측면으로 최대한 

올리도록 한다. 그 자세를 10
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동

일하게 수행한다. 

앉은 자세에서 빈손 또는 아

령을 들고, 팔꿈치는 몸에 붙

인 상태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돌린다. 총 15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팔은 

앞으로 향한 자세에서 팔꿈치

를 들어 올린다. 이때 팔꿈치

와 팔은 직각을 이루도록 유

지한다. 총 12회

앉은 자세에서 아령을 들고 

팔이 어깨와 수평이인 자세를 

취한다. 이때 팔꿈치는 굽혀

진 상태이며 어깨와 팔꿈치를 

펴고 다시 내리도록 한다. 총 

12회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팔은 가슴앞에 쭉 펴거나 팔

짱을 끼도록 한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2회 반복한다. 
<연속동작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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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걷기. 무릎을 골반높

이까지 올리며  제자리 걷기를 

한다. 
제자리 걷기. 무릎을 뒤쪽으

로 굽혀 발뒤꿈치가 엉덩이 

쪽을 향하게 걷는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위 아래로 양 다리를  

교차하며 올렸다 내리기를 반

복한다. 허리는 곧게 편 자세

를 유지하며 30초간 수행한

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팔은 가슴앞에 팔짱을 끼도록 

한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2회 반복한

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와 

엉덩이를 세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앞으로 내딛는다. 이 

동작을 각각 12회씩 반복한

다.
<연속동작으로 수행>

한쪽 무릎을 앞으로 뻗어 내

딛고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선다. 이 동작을 각각 12
회 반복한다.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이때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총 12회 반복한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인 상태

에서 한쪽 무릎을 펴 다리를  

신전시킨다. 번갈아가며 각각 

12회 수행한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세게 누른다. 5초씩 8회 반복

한다. 

벽에 등을 기대는 느낌으로 

선다. 아래로 내려가 무릎과 

고관절이 직각이 되는 자세를 

취한다. 10초간 유지한 후 8
회 반복한다. 무릎이 모아지

는 경우 무릎사이에 공을 끼

운다. <연속동작으로 수행> <연속동작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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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걷기. 무릎을 골반높

이까지 올리며  제자리 걷기를 

한다. 

선자세에서 앞으로 한 발 내

딛고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자세를 낮추도록 한

다. 12회 수행한다. 

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린  자

세에서 한쪽 무릎을 굽히며 

몸을 기울인다. 반대쪽 다리

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며 

각각 총 12회 수행한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과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도록 한

다. 15초간 유지하도록 한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밀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다. 무릎은 바닥에 닿은 상태

를 유지하며 , 허벅지와 엉덩

이 그리고 등이 일직선인 상

태를 유지한다. 10-20회 수

행한다.

다리와 팔을 위로 뻗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는 몸쪽으로 몸

은 팔쪽으로 동시에 당기도록 

한다. 2-3초간 멈추며 , 총 

10회 반복한다. 

다리를 살짝 굽히고 앉은 자

세에서 허리를  곧게 세운 자

세에서 머리위로 팔을 최대한 

뻗어 2-3초간 유지하는 동작

을 10회 수행한다.

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발을 약간 외측으로 

벌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

해질 때까지 앉도록 한다. 총 

12회 수행한다.

한쪽 무릎을 앞으로 내딛고 반대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서며 바닥에 대고 있던 다리를  들어 올

리도록 한다. 각각 10회 반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