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SSON PLAN: 210521



빨리하기 
30 싱크로 데드리프트 
30 싱크로 바 페이싱 버피 
400m 달리기 
20 싱크로 데드리프트 
20 싱크로 바 페이싱 버피
400m 달리기 
10 싱크로 데드리프트 
10 싱크로 바 페이싱 버피 
400m 달리기 
5분 휴식 
10 싱크로 스러스터 
10 싱크로 턱걸이 
400m 달리기  
20 싱크로 스러스터 
20 싱크로 턱걸이 
400m 달리기 
30 싱크로 스러스터 
30 싱크로 턱걸이 
400m 달리기 

타임 캡 : 35분
여성 125lb 데드리프트, 55lb 스러스터 
남성 185lb 데드리프트, 75lb 스러스터 



코치 노트 
모든 세션이 코치의 지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이벤트는 지구력과 협동력이 필요한 
2가지 도전적 운동의 조합입니다. 데드리프트의 중량은 중간정도 되며, 어떤 분들은 모든 
라운드를 한번에 끝낼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몇번째 라운드에서  2번 혹은 3번 안에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 페이싱 버피의 반복 횟수는 중간정도 되며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형식이기 때분에 빠른 페이스를 유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스러스터의 
중량은 가볍고, 많은 사람들이 각 라운드를 한번에 끝낼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2
번 이상 쉬지 않아야 합니다. 턱걸이의 반복 횟수는 중간 정도 되며 어떤 선수들은 한번에 다 
끝낼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달리기의 양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선수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끝내는 
시간은 대부분은 타임캡 안에 들어 올수 있어야하며 빠르다면 25분 안에 끝낼수 있어야 
압니다. 

스케일링 

선수들은 계획된 자극요소에 충족이 될수 있는 중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턱걸이는 
점프를 이용하는 턱걸이로 바꿀수 있고 바페이싱 버피는 버피후 바벨 걸어 넘기로 
바꿀수 있습니다. 만약 달리기를 할수 없다면 선수들은 걸을수 있거나 비슷한 거리의 
단순구조 운동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선수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반복 횟수나 거리도 
조절 할수 있습니다. the PairUP ThrowDOWN 의 웹사이트에서 스케일링 선택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즐거운 공동체의 이벤트에 참여 하시는게 목적이라면 타임캡 안에 들어 
오지 못하더라도 적힌 그대로 운동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00-:03
화이트 보드(~3 min.))
• 운동 진행방법과 운동 동작의 기준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브리핑

• 계획된 자극 요소에 대한 브리핑 (코치 노트 참조)
• 본 운동전에 있을 자투리 시간에 정해질 일반적인 스케일 
항목에 대한 브리핑

• 종합 준비 운동에 대한 설명



:03-:10
종합, 동작 특화 준비 운동            
(~7 min.)
코치 노트: 본운동이 길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할때 심박수와 
심부체온을 높히며 동시에 운동에 속한 특정 동작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량 다루기 동작을 위해 빈바벨을 사용합니다. 

• 100m 달리기 
• 5 데드리프트, 올릴때 내릴때 모두 무릎에서 2초동안 버티기 。

 » 리프팅 초반에 무릎을 뒤로 미는 것을 연습, 내릴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바벨이 무릎을 지나기 전엔 무릎이 앞으로 이동 
하지 않아야함.



• 5 데드리프트
 »   허리를 펴고 바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 

• 100m 달리기 
• 5 프론트 스쿼트, 앉은 자세에서 2초간 버티기 

 »스러스터 그립을 사용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스쿼트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집중 

• 5 스러스터 
 »다 일어 나고 난후 팔로 미는 것에 집중。

• 10초 능동적으로 바에 매달리기 + 5회 킵 스윙



:10-:17
운동할 중량 찾기(~7 min.)
코치 노트: 각동작을 싱크로로 진행됨과 동시에 중량이 있을때도 
좋은 자세가 유지 되도록 연습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1라운드:
• 5 싱크로 스러스터, 운동 하는 중량
• 5 싱크로 턱걸이 

 »운동에 사용할 방법으로 턱걸이를 함

후에 데드리프트의 중량을 올림: 

2라운드 
• 3 싱크로 데드리프트 

 »첫번째는 가벼운 중량 두번째는 중간 정도 되는 중량 사용 
• 3 바 페이싱 버피 



:17-:20
최종 운동 준비  (~3 min.)
• 선수들이 운동전에 최종적으로 화장실을 가던지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을 줍니다.。

• 선수들의 스케일 항목 정하는 것을 마무리 합니다. 
데드리프트와 스러스터의 적절한 중량을 확인 하고 바페이싱 
버피와 턱걸이의 방법도 확인 합니다. 



:20-:55
운동 - 수업 시작 후  20분이 되었을
때 시작(~35 min.)
• 각 동작의 운동 기술을 계속 확인 합니다. 
• 어떤 라운드에서라도 데드리프트나 스러스터를 2-3회 이상 
쉬어야 한다면 중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 합니다.   

• 턱걸이와 바페이싱 버피도 쉬운 버젼으로 바꾸거나 반복 횟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사항에 있어야 합니다. 



:55-:60
쿨다운 (~5 min.)
코치 노트: 운동에 많이 사용되었던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  적절한 방법으로 장비와 공간을 치웁니다. 
• 운동 기록 작성 
• 1분 벽을 이용한 경첩 자세로 대퇴 이두근과 어깨 스트레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