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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Bow)과 건강
김복조

기립자세에서 인사를 나눌 때 간단한 목례나 허리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곤 한다. 다른 인사 방법으로 기립자세에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여 드리는
인사법이 있다. 바로 절이다. 절은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에 익은 현장생활교육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절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하여 운동으로 여겨 행하고 있다고 한다.
절이 우리 몸의 전신 근육을 자극해 근육이 강화된다?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까?
절을 할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과정에서는 복부 근육이, 몸을 굽히는 동작 과정에서는
엉덩이와 골반 근육이 단련되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자연히 복부, 엉
덩이, 골반 근육이 이용되어지면서 위에서 언급되어진 그 부위 근육은 강화되어지는 것이다. 절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그리 넓지도 않다. 이 운동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정
보가 아닐 수 없다. 몸의 체지방을 빼려고 헬스장을 기웃거리는 요즘 시대에 절처럼 단순히 몸을
엎드렸다 일어서는 운동을 통해 체내 체지방은 어느 듯 연소되어 우리들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다른 운동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몸을 구부리며 머리 숙이는 단순동작 과정은 우리 몸속
의 혈액이 머리까지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서 뇌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며
열 순환을 돕는다. 두통이 잦은 현대인에게는 두통해소 효과와 머리가 맑아짐을 느낄 수 있게 해주
니 권할 만한 운동이라 생각된다.
세간에서는 108배 운동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운동은 전신근육을 키워주고 건강증진에 좋다는
소문으로 인해 이 운동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떤 30대 남성이 40여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108배 운동을 하고나니 몸은 234Kcal 정도의 열량이 소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고 한다. 이 운동량은 시속 6km의 속력으로 40분간 빠르게 걸었을 때와 같은 운동량이다. 이러
한 108배 운동은 온몸운동이며 저강도 유산소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척추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여 척추건강과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한다. 모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08
배 운동이 복근을 비롯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유지와 체형유
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명상은 정적인 운동으로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서울대병원이 하루에 1시간 이상 3년 넘게 명
상을 계속해 온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 본 결과 집중력과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뇌의
여러 부위를 조화롭게 연결해 주는 백질이 일반인들 보다 더 두껍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정
적인 운동인 명상을 통해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었듯
이 동적인 운동인 108배 운동 또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어느 듯 훌쩍 지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향해
달음박질을 하고 있는 때이다. 기온이 뚝 떨어져 바깥출입이 꺼려지는 이때 대한환경공학 회원님
들께서 108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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