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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vine Regional Park 
- City of Orange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어바인 레져날 파크이지만 어바인

에 있지 않고 오렌지시에 있다. 1897년

에 조성되었으며, OC동물원도 이 공

원 안에 있다. 오래된 참나무와 플라타

너스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원은 완만한 구릉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

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

할 거라 생각했으나 공원 전체를 둘러

보고 구석구석에까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0.1마일부터 3.2마일에 이르는 많

은 하이킹 코스가 있어 각자의 시간과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코스를 골라 즐

길 수 있다, 공원 사무실 현관 앞에 비

치되어 있는 공원 안내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491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에는 다양

한 즐길 것들로 가득차 있다. 우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은 

코로나19로 관람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Irvine Park Railroad 위를 기

차타고 한 바퀴 돌다 보면 기분이 한

결 나아질 것이다. 호수에서 보트를 타

고 즐길 수도 있고, 자전거를 빌려 타

고 공원을 돌아 볼 수도 있으며, 말을 

빌려 타고 승마를 즐겨도 좋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승마를 가르쳐 주기도 한

다. 어린이들을 위해 조랑말도 구비하

고 있다.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그

릴과 테이블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

으며 화장실도 불편함이 없도록 곳곳

에 잘 비치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도 6군데나 있다. 호

수에서는 낚시도 가능하다.

그룹 피크닠 장소가 4개나 있다. 

Group Area I과 Group Area II에서는 

155명에서 200명이, Group Area III

에서는 155명에서 255명까지, Group 

Area IV에서는 155명에서 350명이 

동시에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Group 

Are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

킹데이 15일 전에 퍼밋을 받아야 하며 

약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용

료에 주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은 

www.irvineparkrailroad.com을 이용

하기 바란다.

■ 오픈 시간 

● 가을~겨울: 6 a.m. to 6 p.m., 

     봄~여름: 6 a.m. to 9 p.m. 

● 공원 사무실: 월~금 8 a.m. to 4 p.m.

● 주차비: 월~금: $3, 토~일 및 

      공휴일: $5, 1년: $55(시니어 $35)

● 주소: 1 Irvine Park Rd.

              Orange, CA 92869

■ 한방 칼럼

김대환 원장 L,Ac

BBHA 한의원
스본스도 센터

무료상담: (323) 852-2148
421 N. Brookhurst. #124

Anaheim, CA 92801

독일 스본스도 NEWKSNS는
왜 신발이 중요한가?

■ 수없이 강조되는 

신발의 중요성…”신발 

좀 바꾸세요!”

독일 스본스도는 왜 

신발을 바꾸어야 통

증이 사라진다고 강조

하는가? 고 김세연 선

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신발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영상은 수도 없이 많다. 

매 영상마다 신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본스도에서 현대의 통증을 일으키

는 원인을 발가락에서 찾는다면 그 발

가락을 그렇게 만든 범인 중 하나로 신

발을 꼽는다. 우리는 매일 신발을 신고 

다닌다. 현대 문명은 예쁜 신발, 멋있는 

신발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내는 바람에 

우리 몸을 중력의 원리에서 보호하고 균

형을 잡는 무의식 신경구조 KSNS에 고

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예쁜 구두, 발목을 조이는 

예쁜 양말을 많이 신은 아이는 중고생

이 되어서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한다. 어

릴 때부터 잘 넘어진다.“내 손주, 손녀, 

내 아들, 딸이 잘 넘어지거나 달리기가 

느리다면 발을 점검해 주고 치료해 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신발을 부드럽고 가볍

고 잘 휘어지는 런닝화로 바꾸어야 한

다. 깔창을 빼서 발 바닥을 평평하게 해

주면 더욱 좋다. 

■ 태권도 선수를 꿈꾸는 12세 소녀의 

하프 마일 달리기

소녀의 엄마는 아이가 잠을 잘 자질 않

는다고 한의원에 데리고 왔다. 한의원을 

오면 일단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스본

을 하기 때문에 발에 여러 문제들을 찾

아냈다. 그리고 나서 불면 치료를 위해서 

얼굴 삼차신경 테라피를 하고 돌려 보냈

다. 소녀는 얼굴 테라피 도중에 잠들어 

버렸다. 불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매주 토요일 태권도 도장에서 하는 하

프 마일 달리기에서 딸의 기록이 25초 

이상 단축이 되는 놀

라운 일이 벌어졌다

는 것이다. 엄마도, 관

장님도 무슨 일인가? 

놀랐다는 것이다. 전

날 한의원에서 발가

락, 발, 힙 조인트 치료

를 받은 것 말고는 놀랄 일이 없기에 기

쁜 소식을 나누어 주셨다. 

그렇다. 나는 단지 소녀가 태권도 시합 

도중 정강이끼리 부딪치면서 아주 아팠

던 과거를 찾아냈고 이로 인해서 브레

이크가 걸려있는 발의 KSNS를 자극해

서 스위치를 켜준 것이다.‘발가락 구부

리는 속도와 펴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

문에 모든 근육은 빨라진다’는 것이 독

일 스본 스도의 이론이다. 이러한 사례

는 농구선수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다. 

■ 신발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발에 무

의식 신경 구조(KSNS)의 스위치를 켜 주

세요

신발을 당장 샌들 신지 않고 구두 대신 

편한 런닝화 넓은 것, 한 치수 큰 것으로 

바꾸어도 효과가 있겠지만 제대로 치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일 스본스도를 

통해서 발가락부터 발, 무릎, 힙 조인, 배

와 등, 목과 머리 어깨 등을 치료를 받고 

스위치를 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떤 

환자는 한두 번에 이 일이 일시에 좋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컴 앤 

고를 무수히 반복한다. 

발의 스위치를 켜고 나서 신발을 바꾼

다면 이제는 신발이 다시 발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신발은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BBHA한의원 스본스도센터는 2021

년 새해를 맞이해서“내 발 좀 봐주세

요!”캠페인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진=타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