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짬짬이체조

목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

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목을 뒤로 젖혔다가 천천히 목을 앞으로 숙인다.
③ 오른쪽으로 목을 한 바퀴 돌린다.
④ ①동작을 되풀이 하되 왼쪽으로 목을 한 바퀴 돌린다.

① 두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 오른쪽다리를 굽혀 들었다가 내린다.
② 하나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바른 자세를 취한다.
③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펴면서 올렸다가 내리기를 10회 반복한다.

팔 스트레칭

등과 배 스트레칭

① 깍지를 끼고 5초 간 두 팔을 앞으로 뻗은 뒤 다시 안으로 굽힌다.
③ 깍지 낀 두 팔을 5초 간 위로 뻗는다.
④ 바른 자세를 취한 후 어깨위로 손을 올려 손목을 4회 털어준다.

① 양팔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다리를 앞으로 뻗어준다.
② 바른 자세로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준다.
③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굽혔다 편다. 동작이 끝나면 바른 자세를 한다.

어깨 스트레칭 1

손목 스트레칭

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는다.
② 팔꿈치에 힘을 주어 왼쪽 팔이 턱에 닿도록 당겨준다.
③ 5초간 유지 후 힘을 빼고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

①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손등이 바깥 방향을 향하게 한 다음
손을 몸쪽으로 10초 간 당긴다.
② 손을 내려 바른 자세를 취한다.
③ 다시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이번에는 손바닥이 바깥 방향을
향하게 하고 손을 몸쪽으로 10초 간 당긴다.

어깨 스트레칭 2

목, 어깨 스트레칭 1

목, 어깨 스트레칭 2

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귀쪽으로 들어올린다.
②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뺀다.

① 바른 자세에서 등 뒤로 양손을 잡는다.
②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인다.
③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① 등 뒤로 깍지를 낀다.
②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힘을 준다.
③ 잡아당기면서 팔을 위 아래로 10회 움직인다.

바디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① 다리를 벌려 바른 자세로 서서 양손을 머리 위에서 잡는다.
②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려 왼발 위에 손을 올린다.
③ 다시 반대로 한 바퀴를 돌려 오른발 위로 손이 오게 한다.

① 양팔에 힘을 빼고 앞으로 뻗은 뒤 손바닥을 흔들며 어깨춤을 추듯 움직인다. 이 때 두 무릎은 살짝 굽힌다.
② 왼발을 먼저 내딛고 이동하고 왼팔을 귀 옆으로 구부려주며 오른팔은 어깨 높이로 펴준다. 반대 방향도 반복한다.

등과 다리 스트레칭

발차기 스트레칭

① 두 다리를 넓게 벌린 자세로 서고 깍지를 낀다. 상체를 아래로 숙이면서 팔을 뻗어 10초 간 등을 펴준다.
② 왼다리를 앞으로 넓게 벌리고 양손은 왼발 무릎 위로 놓는다.
③ 10초 간 다리를 구부리고 펴주길 반복한다.

①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 팔을 가슴 앞에 두고 준비 자세를 취한다.
② 한쪽 발을 뒤에 내딛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4번 뛰고 다른쪽 발을 앞으로 차준다.
③ 제자리에서 한 번 뛰면서 양팔을 벌렸다가 모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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