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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정약용선생의 동상 앞 공터에서 키 차이가 한 뼘 가량 되는 아이들이 아주 정다운 얘기를 하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의좋은 형제인가 보다 하고 물어보니 초등학교 5학년 동갑내기 친구라 한다.
코로나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하니 마음 맞는 절친과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을 선택했나 보다.
북경 올림픽 때 이용대의 신드름 으로 시작하여 손에 익히고는 계속하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 놓았던 라켓과
셔틀콕을 꺼내게 만들었다.
배드민턴은 인도 봄베이가 고향이고 1820년경 영국으로 건너가 개량되어 귀족계급들의 게임으로 매너가 있고
품위 있는 운동경기로 발전했으며 한국에는 들어온 것은 해방이후이고 1962년에 협회가 생겼다고 하니 60년
정도 되었나 보다.
가로 5m, 세로 13m 정도의 코트에 세로 중앙에 1.5m높이의 네트를 쳐놓고 5g 의 무게에 15개의 깃털이 달린
셔틀콕을 라켓으로 쳐넘기는 것으로 한 셋트 21점 먼저나기로 하는 경기로 선수들은 승패의 가름을 해야지만
건강유지를 위한 우리 내는 매력을 챙기면 될 것이라 매력을 소개한다.
운동의 효과는 전신운동임으로 신경계, 호흡 순환,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활동형태가 달리고 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파괴적 욕구해소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다. 둘 이상이면 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신의적인 게임으로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 해주고 실내외에서 할 수 있고
용구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매력들이 있다. 우선은 배려이다. 부부 싸움을 하였거나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였을 때 함께 치면 상대가
치기 쉬운 위치에 좋은 셔브를 해주면 스메싱을 하면서 나에 대한 불만을 셔틀콕에 풀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 : 15개의 깃이 사람의 생각을 품어 안고 힘껏 내리쳐도 돌면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전환시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바꾸어 놓는다. 라켓의 각도를 바로세우면 아무리 세게 쳐도 콕은 부드럽게 상대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며 날아가며 나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재미 : 복수는 절대 하였어는 안되지만 배드민턴에서는 쉽게 실현할 수 있다. 셔톨콕의 방향을 약간만 이동하여 보내
주면 상대는 엄청 뛰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 ; 대화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고 콕을 높이 띄우면 공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있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다.
집중 : 셔틀콕을 바라보며 치다보면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 쉽게 잊어버리거나 흐트러지는 습관이 사라져 젊음의
세포가 형성되는 느낌을 얻는다.
긍정 : 실수로 상대에게 좋지 않은 서브를 주었을 때 서스름 없이 입에서 미안이란 말이 나온다. 그래서 신사운동이며
챙길 것을 다 챙기는 매력 있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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