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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지는 소년’

投
石
小
年

여섯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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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의 발걸음이 여섯 번째 마을에 닿았다.

누르스름하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짙은 갈색을 띠었고

바싹 마른 몸에는

험한 인간 세상을 본 만큼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이제 삿갓 아래에 번득이는 눈빛 말곤 

어느 곳에서도 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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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동구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난데없이 돌이 날아왔다.

아기 주먹만 한 돌이 아슬아슬하게 삿갓을 비켜가자

풀숲 뒤에서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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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이 괘씸하기 그지없어

달음질치는 소년의 뒷덜미를 잡아 집까지 앞장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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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집은 얼핏 보면 초라하지만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기품이 배어 있는

묘한 느낌의 집이었다.

헌데 더욱 이상한 것은 어미의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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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는 이 집 자식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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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냉정히 돌아서는 것이었다. 

흑선은 제 자식을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해 

소년을 어르고 달래어 사연을 들어보았다.

소년은 명망 높은 집안의 자제였으나

그의 나이 열여섯 되던 해, 

임금에게 충언하던 아버지가 간신들에게 몰려

귀양을 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년의 어머니는

다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쉴 틈 없이 공부하라고 꾸지람 받는 것은 

어린 소년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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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무지 학문에 소질이 없습니다.

밤새워 외운 글자도 자고 나면

거짓말처럼 잊어버리고 

하얀 종이 앞에 앉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나비 날갯짓 소리에도 집중이 흐트러져서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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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잠자코 기다려 주시던 어머니도

이젠 포기하신 게지요.

저도 제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머나먼 땅에 홀로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외로우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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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입술을 세게 깨물고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여 소년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흑선은 마음을 돌린 어머니에게 특별히 청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봐주겠다고 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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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운 재를 섞은 물을

소년에게 마시도록 했다.

그 물을 마시자,

처음엔 시시각각으로 떠오르는 잡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하던 것이

어느 순간 글이 눈에 들어오더니

기억력이 높아져 한 번 암기한 것을

다신 잊지 않았으며,

삼일 낮과 삼일 밤을 새며 공부를 해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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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새 봄이 찾아온 즈음

소년이 과거 길에 나섰다.

냉정하던 어미도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동구 밖으로 나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트릴 때쯤

소년이 마침내 어사화를 쓰고 

꽹과리 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함박웃음과 소년의 뜨거운 눈물을 보며

흑선은 흐뭇하게 다음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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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수험생의 두뇌활동을 촉진하여 학습활동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두뇌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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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 기억력 평가에서 BG25는 유의한 인지기능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대조성분인 홍삼의 Rg₃보다 유의하게 더 우수한 인지기능개선 효과를 보였다.

단기 기억력 평가에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의집중력 및 잠재학습능력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용량에서 유의한 개선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중략)

따라서 BG25가 인지기능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흑삼의 지표성분과 생리활성 연구, 2011년, 신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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