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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운동이란 놀이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체활동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문제 및 비만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만 5-17세 

소아청소년에게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매일 1시간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운동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운동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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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운동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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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자녀의 성향을 바꿉니다.운동은 자녀의 성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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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주세요.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주세요. 

�����ÿ�~}�����Â|{��[�\�������§����

]����äåç	��á^_�������[Ì����`õ���Þ±�

�@�� ?>�� �?·� �=�
±� �¹�� 
�§�� <§� ;^��

¤����:È���Î±�����/ãÌ����
�§��:È���Î±�

����±�>.¹��-¹��Ã,+�ü¹��*)�(������ó��õ��

Îª���� �Ý�� ���� '@�� &%� $$�Ø� �±� ¤ß¯�

��#����<§�;^±�<"��Û��ÜÝú±������!01�

2¹�� 34� ì�:¹�� 56� 7>.¹� õ�� Îª���� ¤����

*(89���á��A*��Ë������B£�ÜÝC���Îª����



자녀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자녀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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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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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운동을 돕는 방법자녀의 운동을 돕는 방법

���KQ����ú¹단계 1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힘든 운동은 쉽게 포기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걷기, 

계단 오르기, 애완동물과 산책 등)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해보고, 강도를 높여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을 같이 단계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자녀의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적인 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걷기, 달리기, 수영, 스케이트를 권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W�^%���ú¹단계 2
자녀가 원하지만 혼자 선뜻 할 수 없는 운동을 부모가 함께 시작해주면 용기가 

생깁니다. 가족과 같이 운동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가 됩니다.

ÏÐ·�X'·����±�Ãè%�YZ�¹단계 3
운동의 목표가 너무 확고하거나 높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운동으로 인한 몸매나 체중에 대한 결과물에 목표를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자녀를 꾸준히 격려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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