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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멀리한 남자’
네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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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을 가로질러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한 노파가 나타나

흑선의 손을 덥석 잡으며 뵙기를 청하였다.

자신을 고개 너머 사는 아낙이라 소개한 노파는

제 손녀가 짝을 잘못 만나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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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와 함께 고개를 넘으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노파의 손녀는 현숙한 규수로

일찍이 어진 선비를 정혼자로 맞아 

일 년 전 시집을 갔다.

그러나 첫날밤부터

여자를 멀리하던 남자는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밤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여자가 온갖 수를 다 써보아도

목석같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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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외면당한 여자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남자의 마음이 변하길 바라는데

남자는 도통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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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뉘신대 그리 쳐다보시오.”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남자의 집

마당에 당도하였다.

남자를 대면한 흑선은 꿰뚫을 것 같은 눈빛으로

남자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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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남자가 흑선에게 말했다.

흑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자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귓속말했다.

그러자 돌연 남자의 얼굴이 벌게지더니

고개만 주억거렸다.

흑선과 남자는 한동안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귀엣말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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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둘러보니 여자가 서글픈 표정으로

먼발치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흑선이 여자와 노파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

마당에 남자와 흑선 밖에 남지 않자

흑선이 돌연 지팡이로 남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어이쿠!”

남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엎어졌다. 

여자와 노파가 남자의 비명을 듣고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흑선은 계속해서

지팡이로 남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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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노파가 달려들어

남자에게서 흑선을 떼어냈다.

모녀가 역정을 내려는 순간 자리에서

남자가 벌떡 일어나 흑선에게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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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여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그동안 못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였소.

이 어르신께서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당신 닮은 아이 하나,

나 닮은 아이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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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여자와 노파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대 끊길 걱정은 안해도 되겠소.

백년해로 하시게나.”

흑선이 문밖을 나서자

남자가 여자를 번쩍 안아 올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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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정력 증대에 효능이 있습니다. 

정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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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은 남성 성기능 장애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발기부전 환자에게 매우 적합하며, 실제 임상적으로 발기부전 환자에게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고려인삼은 기초체력 증강작용 및 조정자 기능 촉진작용에 의한

강장작용이 있고, 남성 불임증의 치료에도 매우 효과가 높다.

* 참고 문헌 : 연세대학교 의대 최형기 교수 199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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