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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통해 낙상
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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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핑 온(Stepp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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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을 유지하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삶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Stepping On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신체 활동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는
첫 발을 이미 내디디신 것이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과정 중에 벌써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다음은 Stepping On 프로그램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재미있고 현실적이며 의미있는 활동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자축합니다.
• 운동 습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자신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격려가 됩니다.
• 때때로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운동이 내키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동기가 유발됩니다.
• 운동 시에는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운동을 우선시하고 운동 시간을 확보합니다. 운동이 평소 일상적인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 친구나 가족과 함께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욱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가까운 운동 프로그램 정보 찾기
Stepping On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 대부분 참가자가 현재 진행 중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Stepping On 퍼실리테이터에게 문의합니다.
• 담당 일반의(GP)나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근력 및 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 내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인터넷 주소록은 www.activeandhealthy.nsw.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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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ing On 프로그램 이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