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함양 및 낙상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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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주제 검토

2. 규칙적인 운동의 장단점

3. 운동 과제 검토

4. 활동 목표 설정

5. 운동 연습

휴식

6. 안전한 거동과 이동

7. 낙상 사례

8. 과제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
상되면 걷기가 더욱 수
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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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자료

스테핑 온(Stepping On)

세션 2 자료

보행용 지팡이 안전
◆ 지팡이는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팔을 몸 옆에 두었을 때
지팡이 손잡이 부분이 손목 위치에 와야 합니다.
◆ 아프거나 약한 다리의 반대편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걸을 때
약한 다리와 함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 끝부분에 있는 고무받침이 닳으면 새로 교체하십시오. 지금 한번 지팡이
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둡거나 캄캄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유의 사항
◆ 경사로와 비탈길에서는 다리 사이를 약간 벌려 걷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 계단 또는 층계 위를 걸을 때
◆ 올라갈 때 튼튼한 다리를 먼저 올립니다.
◆ 내려갈 때는 약한 다리를 먼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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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팡이 사용을 위한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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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WO H A NDOUT

넘어진 후 일어나기

Getting up after a fall
Don’t panic and take your time

1. 양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1. Piegate entrambe
S ESS I ON TleWOginocchia.
H A NDOUT
2. Voltatevi
몸을 옆으로su
돌립니다.
2.
un fianco.

Getting up after a fall

3.
Fate leva su un gomito.
3. 한쪽 팔꿈치로 지탱하고 몸을

Don’t panic and take your time

일으킵니다. a quattro zampe.
4. Mettet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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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5.
e 짚으면서
stabilizzatevi.
4. Fermatevi
손과 무릎으로
무릎
1. Piegate
entrambe
le
꿇는 자세를 취합니다. ginocchia.
6. Raggiungete
a gattoni un
2. telefono
Voltatevisul
su tavolino
un fianco.
o una sedia.
5. 잠시 멈추고 균형을 잡습니다.

3.
levaentrambe
su un gomito.
7. Fate
Usando
le mani rial
zatevi.
6. Mettetevi
낮은 탁자 위에
있는 전화기나
4.
a quattro
zampe.
의자 쪽으로 기어갑니다.

5. Fermatevi e stabilizzatevi.

7. Raggiungete
두 손을 사용하여a 몸을
6.
gattoni un
일으킵니다.
telefono sul tavolino o una sedia.

7. Usando entrambe le mani rial
zatevi.

5

3

목표 설정

나의 관심사항 ( 에 체크 표시):
길 건너기

층계 오르기

경사면 오르기

다양한 노면 위를 걷기

실외에서 걷기

쇼핑하기

버스나 기차 타기

집안에서 돌아다니기

정원에서 돌아다니기

그 밖의 관심사항? ______________________

균형 감각과 다리의 근
력을 높이면 낙상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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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거동과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