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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본스도 NEWKSNS는 
왜 ‘엄지발가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가?

■ 자궁 수술을 하셨거나 자궁 관련 질환

을 가지고 계시다면 '엄지발가락' 양쪽을 

반드시 체크해야...

독일 스본스도 NEWKSNS는 엄지발

가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엄지

발가락은 우리 몸의 전체의 무게를 들

어 올릴 수 있는 힘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의 모양이 좋고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고 말 할 수 있다. 

클리닉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서 자

궁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은 데 대부분

이 엄지발가락 양쪽이 모두 망가져 있다. 

구부리는 힘과 속도, 들어올리는 힘과 

속도가 모두 약한데 한 쪽만 약한 것이 

아니라 양쪽 엄지발가락 모두가 약하다. 

자궁을 수술 하셔서 들어내신 환자들

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다른 증상들도 

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꼬리뼈가 

아프다고 하시던지... 갑성선 문제, 목이 

걸린 느낌(메핵기), 가슴 답답, 역류성식

도염, 코가 좋지 않아서 숨을 잘 못 쉰다 

던지... 비염, 무호흡증, 코골이... 항문질

환, 변비... 등등

■ 엄지 발가락 양쪽이 모두 안좋으면 중앙

에 위치한 장부와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

엄지발가락 양쪽이 모두 힘이 약하고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몸의 중앙에 

위치한 모든 장부와 조직이 영향을 받는

다. 허리가 아파도 가운데 척추뼈로 아

프다. 그래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 꼬

리뼈가 아픈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반드

시 체크해 봐야 한다. 

■ 팔자 걸음 하시는 분들 엄지발가락 양쪽

이 약할 가능성 높아??!!

걸음걸이 중에 제일 안좋은 것이 팔자 

걸음인데 팔자걸음은 빨리 걸을 수 없

고 속도도 느리고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써서 걷지 못한다. 혹 내가 팔자 걸음으

로 걷는다면 위에 질환들을 의심 해봐

야하고 발가락을 체크해 봐야한다. 

양쪽 엄지발가락이 모두 문제가 있어 

약하고 속도가 떨어진다면 위에 증상들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위에 나열한 부위들이 모두 엄지발

가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다고 생각한다.

■ 독일 스본스도 NEWKSNS는 왜 엄지발

가락 치료를 중시할까

그렇다면 자궁 질환, 갑상선질환, 목 디

스크, 허리디스크, 목 걸림 (메핵기), 가

슴 쓰림 역류성 식도염, 소변소태, 남성

활력, 꼬리뼈 통증, 항문질환 등 많은 문

제가 있는 사람들의 엄지발가락을 힘있

고 속도감 넘치게 정상기능으로 바꾸어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몸이 바로 세워지면서 걸음걸이가 속

도가 생기고 해당 부위가 펴지기 때문에 

장부들은 공간이 생겨 기능이 개선되고 

목뼈, 척추뼈는 제자리를 잡아서 통증

이 개선 될 것이다. 자궁, 방광, 갑상선, 

위 등 장부들은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이 늘어나면 공간 안의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좁은 공간, 눌린 공간에서 그 기

능을 다하라 할 수 있겠는가.

■ 자궁질환이 먼저였을까, 엄지발가락 약

한게 먼저 였을까??!!

한의원을 찾는 여성 환자들 중에 자궁

질환을 앓거나 자궁적출 수술을 하셨거

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

다. 혹 이런 질병이 생겨서 엄지발가락

이 약한 것은 아닐까. 수술을 해서 배가 

약해져서 거꾸로 발가락이 약해 진 건 

아닐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 같다. 

우리 어머니들이 위에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내 딸과 내 손녀는 그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인 칼럼 / 생활·문화

 

우리가 사는 LA 인근에는 긴 태평양 해

안을 따라 세계적인 Beach들이 즐비하

게 늘어서 있다. 그러나 사는 게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산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찾기 시

작해서 재미를 들이면 주말을 보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 듯

하다.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해변은 라구

나비치(Laguna Beach)이다. 필자가 이곳

을 찾을 때는 Urth Cafe에서 식사부터 했

다. 이 식당은 언제나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 줄에 서서 밖에 구비되어 있

는 메뉴판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른다.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을 다르게 

하는 편인데 거의 대부분 크게 만족하며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커피가 맛있다고 정

평이 나있으니 커피를 시켜도 좋겠다. 식

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Pacific Hwy

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내려

가면 Laguna Main Beach로 갈 수 있으

나 차들이 쌩쌩 달리는 길가를 걷기 보

다는 태평양을 바라다보면서 걷는 편이 

운치 있고 더 멋있지 않은가. 횡단보도를 

건너 Cliff Drive 길을 따라 걷는다. 몇 걸

음 옮기지 않아 Las Brisas라는 커다란 식

당을 만난다. 그 식당 앞으로 난 길을 따

라 걸으면서 보면 라구나 메인 비치가 정

면에서 멋진 풍광으로 다가 온다. 오른쪽

은 광활한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사진기

만 들이대면 모든 것이 작품사진이 된다. 

날씨와 관계없다. 역광도 문제없다. 셔터

만 누르면 작품이다. 

라구나 메인 비치까지 갔다가 오던 길

을 되돌아 와 Las Brisas 식당에서 다시 

출발한다. -식사를 먼저 하고 출발할 경

우는 이 코스를 택하지만 아예 메인 비치

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곳에서 출발해

서 오다가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해도 좋

다. 그렇게 하면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

는 일이 없어서 좋다-

Las Brisas 식당 앞에는 정자가 있다. 

이곳이 라구나 선셋뷰우포인트이다. 역

시 전망대답게 어느 방향을 향해 서서 

사진을 찍어도 아름다운 작품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조금 걷다 보면 Heisler 

Park Beach Stairway를 지나고 Papou’s 

Beach가 나온다. Diver’s Cove까지 걷다

가 오던 길을 되돌아 와도 좋고 시간이 넉

넉하면 Pacific Hwy로 나와 길을 건넌다. 

그러면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다. 그곳에 

들어가 그림을 감상하고 작가들과 대화

하는 여유를 가져도 좋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한 점 구입해도 괜찮다. 필

자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을 사서 함께 간 친구들에게 선물하

기도 했다. 갤러리 한 군데 한 군데 들릴 

때마다 그 갤러리들의 특성이 발견되기

도 하고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것인가를 찾아보기도 한다. 

▶ 가는 길: LA에서 5번 남쪽방향으로 

40마일 정도 내려오다가 133번 사우즈

로 갈아타고 9.3마일 가면 라구나비치 

Main Park Beach가 나온다. 그곳에 주

차한다. 오렌지카운티 북쪽에서는 아예 

Pacific Hwy를 따라 바닷바람을 쐬면서 

가도 좋다.  

■ 라구나비치 메인비치 파크

     mainbeachpark.com

     (949) 497-3311

     Open:  5AM-1AM

※ 오픈시간은 계절에 따라 해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하기 바란다. 

라구나비치(Laguna Beach)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라구나비치 전경. 사진=타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