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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굴로 간 효녀’
세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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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날이 지났다.

땀이 흐르다 마르고, 햇볕에 그을리면서 

흑선의 낯빛도 어느덧 누렇게 익었다.

하얗게 광채가 나던 살결은

인간과 다름없이 바싹 말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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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세 번째 마을을 지날 때였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한 효녀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호랑이 굴에 갔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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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의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는데,

집안의 여자들이 모두 젖가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울이 잡히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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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의 어머니 또한

어느 날부터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다. 

갖은 약재에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젖가슴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가

문밖까지 들릴 지경이 되었다.

- 54 -



- 55 -



어미의 병색이 짙어질수록

효녀의 가슴이 타들어 가던 어느 날,  

꿈에 백호가 나타나 제 굴 앞에 갖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어미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효녀는 길몽이라며 음식을 싸 들고

호랑이 굴 앞으로 향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굶주린 호랑이의 제사상이 될 거라며

염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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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흑선이 서둘러 굴 앞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앳된 소녀가 새카만 굴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좌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간악한 흉계에 속아

 스스로 죽으려는 게냐.”

 

흑선이 크게 꾸짖었으나

효녀의 굳은 심지를 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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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의 집으로 뛰어간 흑선은

앓아누워있는 어미의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흑선이 등을 두드릴수록 어미의 숨이 가빠지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했다.

그러나 흑선은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고

가슴을 쥐어짜듯 아파하던 어미가 

쿨럭쿨럭 기침하더니 주먹만 한 덩어리를 토해냈다.

그러자 찢어질 듯하던 젖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잡혀있던 멍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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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어미가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딸이 있는 굴 앞으로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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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허기진 호랑이가 소녀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고

소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어미를 낫게 해주십사 빌고 있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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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미물이 인간의 마음을 현혹한 죄, 

그 죄를 하늘이 알고 벌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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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지팡이를 내리치자

푸르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호랑이를 덮쳤다. 

효녀는 병이 나은 어미를 만나 감격하여

모녀가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여 

흑선의 신묘함을 크게 칭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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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에 다량 함유 된 조사포닌은

암 예방 작용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항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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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조사포닌은 실험에 사용된 100 mg/mL의 농도에서 4종의 암세포에 대해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흑삼 조사포닌은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약했지만,

실험에 사용된 4종류의 암세포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즉, 신장암세포(ACHN), 결장암세포(HCT-15) 및 전립선암세포(PC-3)에 대해서

 IC50값이 각각60.3, 61.2 및 90.8mg/mL로써 비교적 강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Rg₃가 항암효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으며9,¹0⁾ RK1 및 Rg5도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을 나타낸 다는 보고가 있다.

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건조 흑삼 1g당 Rg3의 양은 무려 11.48 mg이었으며

백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Table 1). 

홍삼은 실험에 사용한 100mg/mL의 농도에서 4가지 인체 암세포에 대해서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흑삼은 신장암세포(ACHN), 결장암세포(HCT-15) 및

전립선암세포(PC-3)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흑삼에는 다량의 Rg3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하여 흑삼의 항암효과를 측정한 결과

홍삼의 항암효과(22.4%)보다 강한 항암효과(36.7%)를 나타내었다. 

흑삼에는 rg3 외에 Rk1 및 Rg5도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항암효과 외에 당뇨억제, 

고혈압 억제효과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 활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신공법에 의한 흑삼의 제조 및 항암 활성, 2008년, 김의검 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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