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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령’
두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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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우거진 고개를 넘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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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젊은 남자의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 가보니

푸릇푸릇한 봉분 앞에 낯빛이 검고 야윈 남자가

배를 움켜쥔 채 데굴데굴 구르고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하하하. 아이고"

웃음을 터트리며 곡을 하는 모양새가 괴이하여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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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덤의 주인 되는 놈이

세상에 둘도 없던 내 죽마고우입니다요.

나라에 금주령이 떨어져서

그 좋아하던 술 한 잔 올리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몰래 술을 담가와

친구 한 잔, 나 한 잔 나눠 마신다는 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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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친구가 그리운 마음에

칠일 낮, 칠일 밤을 술로 지새우다

그만 술독이 올라

혈색이 창백해지고, 흑변이 나오더니 

복통이 심해져 배를 부여잡고 뒹굴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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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님이 금한 술을 담가 마셨으니 

이제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요. 

이제 곧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될 테지요."

남자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트렸다. 

설상가상 멀리서 포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일어나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웃기만 할 뿐이었다.

술기운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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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다급해진 흑선이 지팡이로

남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예끼, 이 사람.

친구 따라 저승까지 갈 텐가!

자네 친구이름이 이흥득이라 하는데,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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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흑선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웃음을 멈추었다.

“제 친구놈 이름은 어찌 아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죽마고우 친구 녀석의

이름은 이흥득이 맞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주억거리며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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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남자가 가져온 술독을 지팡이로 두드렸다.

순간, 독 안에 든 탁주가 맑은 물로 변하였다. 

흑선의 말에 그 물을 마신 남자는 정신이 맑아지며

쥐어짜듯 아프던 복통이 그치고 흑변도 멈추었다.

때마침 도착한 포졸들도 맑은 물이 담긴

술독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하늘에 있는 자네 친구가 자네 꼴을 보고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네.

욕지거리에 내 귀가 다 아플 지경이니

어서 이 독에 든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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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꼴이 부끄러워

연거푸 고개를 조아리는 남자를 뒤로 하며

흑선이 큰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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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다 해 하늘로 오면 지겹도록 마셔줄 테니

술은 적당히 마시고 건강하게 살라고

자네 친구가 전해달라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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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알콜의 체내 대사 및 배설을 촉진하여

알코올로 인한 간의 상해를 막아주고

숙취를 제거한다.

숙취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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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주충노 교수는 알콜 대사계에 관여하는 각종 효소들의 활성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처리에 의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인삼이 알코올에 의한 간의 손상을 훨씬 

적게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삼 엑기스와 함께 술을 마실 경우

술만을 마실 경우에 비해 혈중 알콜 농도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인삼이 체내에서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여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비장을 튼튼하게 하여 설사를 멎게 하며 소화기능을 강화하여 

식욕부진,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개선시킨다.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발췌

두
번
째
효
능,

의학적 입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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