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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산책 요법

뒷짐 지는 것은 뭔가 태만하고 노티내는 것 같아 제일 싫은데요?
그러나 이제 뒷짐을 져야 사는 시대가 되었다.
상당수의 병은 등뼈에서 문제가 생겨서 온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해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척추 교정을 하고 나면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

또 상당수의 병은 복부비만에서 온다.
비만 문제만 해결해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전국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좋지 않은 자세
척추 문제와 비만 문제를 간단히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뒷짐을 지는 자세이다.
우리 국민은 부지런한 국민이어서 뒷짐자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뒷짐자세는 귀중한 가슴을 열어 주고
목과 허리를 곧게 하여
척추로 인해서 오는 각종 질병치료에 좋을 뿐 아니라

뇌의 명령으로
복부비만을 어느 다이어트보다 확실히 처리해 준다.

원리는 간단하다.
뒷짐을 지면 굽은 가슴이 펴지고 척추가 꼿꼿해 지게 된다.
그리고 자세가 굽을 때
뇌는 몸의 불안을 느끼고 앞에다 지방을 실어 주었는데
뒷짐자세로 상황이 반대가 되니
배에 실어놓은 지방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선 뒷짐부터 져보라. 가슴이 시원할 것이다.
시원함은 뒷짐을 지는 순간부터 내 몸이
치료 되기 시작하는 증거다.

뒷짐을 지고 다리에 힘주지 않고 가볍게 걸으면
파워위킹보다 다이어트효과가 낫다.
다리에 힘주지 않아야 할 이유는
뇌에 내민 배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매일 30 분씩만 걸으면 월중 10 키로 감량은 어렵지 않다.
폐장 위장 간장 심장 비만 신장 디스크 등에 생긴 질병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뒷짐자세를 습관화하면 곧게 생활하게 된다.
이제 뒷짐은 부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미덕인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은 하루종일 방안에서 정좌하며

글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도
하루 일과 중 꼭 한 가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번을 어김없이 밖으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고 먼 산천을 향해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을을 한바퀴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
오장육부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뒷짐산책요법입니다
왜 이 좋은 건강법이
전수되어 내려오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한국은 선비의 나라요 세계 장수국에다
더 날씬하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래 표시하기 크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