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찬 코치의 올바른 걷기 방법 및 파워 워킹

■ 올바른 걷기
어떤 운동이나 기본기가 중요한 법이다. 걷기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걷는다. 이럴경우 허리와 어깨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올바른 걷기는 먼저 허리를 쭉(ㅣ)로 펴는게
중요하다. 시선은 15m 앞을 응시하고 걸을 땐 11 자로 걷는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다. 단, 걷기도 꾸준히 해야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떻게 걷나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에서 바로 엄지 발가락으로 넘어가는 �뚝딱� 2 박자 걸음을 걷는다. 이는 발목이나, 허리, 척추 등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된다. 모래 위에서 맨발로 걸을 때 처럼 발 뒤꿈치에서 발 중심을 바깥쪽으로 이동해 새끼 발가락 쪽에서
엄지 발가락 순으로 발 전체의 중심이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3 박자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걸을 때 턱이 들리면
자세 전체가 흐트러져 다리와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배는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집어넣고 걸으면 복근도 자극되고
허리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 하루 30 분만 걸어라.
전문가들은 1 주일에 5 번, 30 분 이상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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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보통 300~400kcal 정도가 남게 된다. 이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만보가 필요하다. 만보(약 7~8k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 시간 20 여분 정도다.
�걷기는 달리기, 자전거보다 체지방이 더 잘빠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혈압, 당뇨에 효과적이고, 정력에 도움이 된다
우울증은 물론이고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도 걷기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 파워워킹 걷기
○ 팔꿈치를 90 도 구부리고 주먹은 자연스럽게 쥔다.
○ 발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하며 팔꿈치는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두발은 11 자를
유지한다.
○ 상체의 팔스윙은 일반 걷기와 다른데 뒤로 스윙을 할 땐 어깨 재봉선뒤까지 나가야 등,
어깨 근육이 모두가 동원된다. 손이 벨트 밑이나 또는 반대로 너무 올라가면 근육의 동원 량이
달라진다.
○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인위적인 호흡도 한다. 1 번 들이마시고 2 번 내뱉는다. 코와
입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 팔을 앞뒤로 흔들고, 무릎은 펴고 걷는다. 등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걷는다. 시선은
15m 전방에 두고 내디딘 다리의 발가락 끝으로 땅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