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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위한 15분 순환운동 

  우선 이 운동은 아래에 나와 있는 각각의 개별운동을 30초씩, 휴식시간 없이 계속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나이와 체력수준을 감안하여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주로 아래 짝수 번호의 근력운동이 강도조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운동은 짧은 시간(15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 시에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충분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대개 심장박동수 및 운동시간

과 관련이 있고,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운동 시 지방의 연소효과가 가장 높은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섭취량의 65%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산소섭취량의 65%는 최대심장박동수(220-본인의 나이)의 약 70-75%수준에 해당 됩니다. 예

를 들면 40세의 성인이면, 자신의 최대심장박동수는 180이 되고 여기에 0.7 혹은 0.75를 곱하면 

126에서 135사이가 됩니다. 이 정도의 심장박동수는 운동 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힘든 정도

의 운동 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의사의 진단과 조언

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홀수번호는 유산소운동, 짝수번호는 근력운동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힘든 근력운동 시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쉬운 유산소 운동 시에는 운동을 하면서 휴

식을 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근력운동만 계속하면(운동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비가 급증

하는데, 대략 30초가 이러한 젖산의 분비를 막을 수 있는 적정시간이라고 합니다(다른 의견을 가

진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간격으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내용발췌: KBS 생로병사의 비밀>



[운동 방법]

총 10가지 동작을 30초씩 하며 동작 10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3세트씩 진행한다.

■ 운동 순서

- 먼저 가볍게 준비운동을 한다

1. 제자리에서 점프하며 몸 털기

2. 팔굽혀 펴기 - 팔굽혀 펴기가 힘든 사람은 무릎을 굽히고 해도 무관하다.

3. 제자리 달리기 - 무릎을 높이 올려서 달린다. 최대심박수의 70%를 유지한다.

4. 스쿼트 -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어깨 높이에서 팔짱을 껴 수평을 유지하며 올

린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난다.

5. 제자리 걷기 - 최대한 무릎이 가슴 높이까지 오게 함.

6. 크런치 -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상체를 완전히 올리지 말고 가볍게 들어 올린다. 

손은 교차하여 가슴 위에 올린다. 호흡은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마신다.



7. 스텝 - 적당한 높이의 발판을 계단 오르기처럼 한 발씩 차례로 오르내린다.

8. 사이드 런지 -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 발을 한 쪽씩 각각 45도 방향으로 내민다.

이 때 앞으로 내민 다리의 무릎은 90도로 굽힌다.

9. 다리 팔 벌려 뛰기 - 일명 PT 체조.

10. 배근운동 -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들어올렸다가 내린다. 호흡은 몸을 들어올릴

때 숨을 마시고 내려올 때 내쉰다.

         각 동작을 30초씩 하여

     10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총  3회 실시합니다.

☞ 운동을 마치고서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합니다.

<내용발췌: kbs 생로병사의 비밀>



소아청소년비만 예방 5계명

1. 아침밥을 꼭 먹자.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때 폭식하거나 간식으로 

고 당분 인스턴트식품을 먹을 우려가 있음.아침식사는 하루 

활동으로 열량이 전량 소비되고 성장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전통한식이 가장 바람직 함.

2. 세끼 식사를 골고루,천천히 씹어 먹자.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에 좋음 

3. 채소를 많이 먹자.

 채소는 지방질이 거의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함. 열량이  

 낮아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4. 매주 3번 이상 운동하자.

 자전거 타기나 줄넘기 등 활동량이 많은 유산소운동이 비만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5. 컴퓨터와 TV는 하루에 최대 2시간만 
  컴퓨터나 TV를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들어 활

동량이 줄어 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