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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여승’

歌
唱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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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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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가집에서 울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희한하게 여긴 그가 갈기갈기 찢긴 창호지 사이로

방안을 엿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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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니, 기이한 일이로다.

하물며 노인은 어찌하여 우는고?"

방안에는 떡과 과일이 차려진 작은 소반과

두 사람이 있어, 머리 깎은 여승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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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기심이 동하여 방문을 두드렸다.

“지나가는 과객이외다.

좋은 날 잔칫상을 앞에 두고 

서럽게 우는 연유가 무엇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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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눈물을 훔치고 고개 숙인 여승을 바라보더니 

그에게 사연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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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치매 걸린 노인네고 이쪽은 내 며늘아기라오.

평상시엔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어째 오늘은 말짱하여 며늘아기를 찾아보니

오늘이 내 생일이랍디다.

근근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집안 살림에

치매 걸린 이 노인네를 모시겠다고 머리카락을 깎아 

내 잔칫상을 마련했다고 하더이다.

몇 해 전 주인 양반과 아들내미를 떠나보내고

내 뒷바라지한다며

홀로 갖은 고생 다 한 아이인데…….

잔칫상을 앞에 두니

며늘아기의 어여쁜 머리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만…….

내 정신이라도 말짱하면

이런 고생은 시키지 않을 텐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생을 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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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연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갈 길이 바쁘지 않으시다면

처사님도 놀다 가시구려.

내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도 몇 없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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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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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다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흑선도 노인의 손을 잡고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즐겼다.

울다가 웃다가, 근심하다가 웃다가, 

한탄하다가 웃다가, 잔치가 무르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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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한 판 잘 놀다 갑니다."

그를 배웅하고

방 안으로 돌아온 노인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두건으로 둘러싼 민머리에 벌써

굵고 단단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고

기력이 다해가던 노인의 

팔다리에 힘이 펄펄 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흐릿하던 두 눈엔 생기가 돌고

오락가락하던 정신이 한순간 말짱해졌다.

머리가 찬물을 뒤집어쓴 듯 시원해지며 

지워졌던 그간의 기억들이

모락모락 솟아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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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고

감격하여 여러 번 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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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기억력 감퇴를 개선하고

학습 능력 손상을 개선하여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치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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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건망증을 유도한 랫드를

대상으로 시험물질(백삼, 홍삼 및 흑삼)을 6주간 투여한 후 흑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백삼, 홍삼과 비교, 분석하였다.(중략) 

특히 BG군(Black Ginseng: 흑삼)은 reference memory test와probe test

모두에서 학습 및 기억 능력이 negative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략)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시험 물질 가운데 흑삼의 반복경구 투여는

scopolamine으로 유도된 기억력 감퇴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기억력 감퇴 동물 모델에서 흑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 2012년, 김애정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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