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蚊
不
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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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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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처녀’
첫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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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형상으로

바위 고개를 넘는 길이 고되었던 흑선은

우물가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기로 하였다.

그때 우물가에서 물을 긷던 처녀가

다소곳이 다가와서 

물 한 바가지를 수줍게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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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축이고 처녀의 용모를 살펴보니

앳된 얼굴에 염증 자국이 가득했다.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자

처녀가 화들짝 놀라 달음질쳤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짓궂은 사내아이들이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으며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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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처녀~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가 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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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처녀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리고 

흑선이 대신 나서 아이들을 쫓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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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후에야 울음을 그친 처녀가

고달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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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나이에 염증이 생겨

곰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혼기가 꽉 차도록

제대로 된 혼담이 오가는 집이 없고

마을 아이들은 제가 전염병이라도 가진 양

피하고 놀리기만 하여

소녀와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22 -



말을 마친 처녀가 고개를 숙였다.

흑선은 곰보에 가려진 어여쁜 마음씨가 마음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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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물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레박에 물을 가득 담아 올려

손으로 휘휘 젓고는

다시 우물에 부어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한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흑선은

처녀가 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처녀에게

바가지를 건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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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가져가 세안을 해보시게.

하루에 두 번, 구 일 낮과 구 일 밤이면 될 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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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녀에게 바가지를 건넨 뒤

다음 고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처녀는 어리둥절했지만, 행여 한 방울이라도 쏟을세라

바가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하였다.

정성 들여 얼굴을 씻고 잠을 청한 처녀는

다음 날 아침, 세숫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볼 가득 오톨도톨 만져지던 곰보가

몰라보게 연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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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열심히 우물물을 길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세안했다.

아홉 낮, 아홉 밤이 지나자

처녀의 피부에서 맑은 광이 나며 

곰보 자국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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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는 우물물에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흑선이 걸어간 곳을 향해 거듭 절했다.

＂이제야 그 고운 마음씨가 제대로 보이는구려."

흑선의 껄껄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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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환 치료

흑삼은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집 먼지 진드기를 강하게 억제하여

집 먼지 진드기로 인한 아토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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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인 구중구포의 방법이 아닌 고온고압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인삼으로부터 흑삼(뿌리,잎)을 제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삼을 원료로 하여 증숙한 후 건조시켜 흑삼뿌리 및 흑인삼잎을 제조하였다.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집 먼지 진드기 추출물(DpE)울 THP-1과

EoL-1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 1L-6,1L-8 및 MCP-1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흑삼(뿌리, 잎)추출물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1L-6,1L-8 및 MCP-1의 양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략)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흑삼은 아토피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흑삼의 아토피 억제활성에 대한 연구, 2012년 신영진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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