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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가?
2003년 10월 

 
다음의 자료는 미국 당뇨협회(www.diabetes.org), 영국 당뇨협회(www.diabetes.org.uk)  및 
SPARC – 뉴질랜드 스포츠 및 여가활동 협회(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  
www.sparc.org.nz) 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육체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얻는 이득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 뿐 아니라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데는 다음처럼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  
 

 더욱 힘이 나게 해 줍니다. 
 체중 조절을 도와 줍니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 줍니다. 
 혈압을 낮춰 줍니다. 
 심장에 좋습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 줍니다. 
 인슐린이 더 잘 흡수되게 해 줍니다. (인슐린을 맞고 있다면 이전보다 용량을 줄이게 될 
지도 모릅니다 ) 

 폐활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엔돌핀(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줍니다. 
 숙면을 도와 줍니다.  
 성생활을 개선시키고 장수하게 해 줍니다.  

 
 
2.  가능한 한 매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만, 
당뇨, 심장질환 및 여타 건강상의 문제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에너지 
빙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운동량을 살펴 보십시오. 
 
Here are some suggestions as to how you can change your habits: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스스로의 습관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간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한다.  
 직장 동료, 친구 혹은 이웃과 산책 그룹을 짜서 운동을 시작한다.  
 가족들에게 함께 산책에 동참하도록 권한다.  
 정원 손질이나 목공, 만들기같은 활동을 한다.  
 손으로 직접 세차를 한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는 한 정거장 전에서 미리 내린다.  
 편지나 메모 등은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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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집에 갈 때는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간다.  
 식물원같은 곳을 둘러보며 산책한다.  
 조개를 줍거나 해초를 건져도 보고 정원에서는 나무에 달린 싱싱한 과일을 따본다.  
 걸어서 출근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잔디를 깎는다. 
 왕성하게 가사일을 한다.  
 구기를 이용한 게임을 한다.  
 학교나 직장을 통해 스포츠 친목 모임에 가입한다.  

 
 
3. 거의 매일 최소 30분, 강도 중간 정도의 육체 활동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의 목표는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강도는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한다면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과 체중 조절 등 여러가지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운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만큼 작은 단위로 잘라서, 
즉,  10분씩 간격을 두고 운동을 해도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강도가 높거나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어떤 형태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약간씩이긴 하지만 눈에 띨 정도로 호흡과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운동으로는 예를 들면, 편안하게 말은 할 수 있으되 노래하는 건 힘들 
정도의 보폭과 속도로  힘차게 걷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의 경우 강도 중간 정도라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당뇨병 전문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사에게 Green Prescription(운동 처방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가능하다면 한층 더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소 격렬한 운동을 
첨가하라.  

 
매일의 활동량이나 강도 중간쯤의 규칙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서 좀 더 나아가 운동의 
양(운동 시간이나 빈도 및 운동 강도)을 더 늘림으로써 보다 더 큰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으로는 테니스나 베드민턴, 배구 혹은 수영이나 조깅 등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