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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의 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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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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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벽에 호기심이 이는 방 하나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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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에는 처녀들이 좋은 남편감을

점지해달라고 탑돌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 탑돌이를 금하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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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바로 어느 날부터 돌기 시작한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흉흉한 소문의 내용은 사람으로 변한 구미호가

재주넘기를 하면서 절에 나타나

탑돌이를 하러 온 처녀를 해친다는 것이었다.

주막 안 앉은뱅이 상 건너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동한 흑선이 한밤중에 절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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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소문처럼 소복을 입은 여인이

탑 주위를 재주넘기로 돌고 있었다. 

요망한 구미호를 벌 줄 요량으로 흑선이 호통치자

여자가 혼비백산해서 나뒹굴었다. 

그 나뒹구는 꼴이 아무리 보아도

구미호가 아닌 인간인지라

다가가 보니 도망도 못 가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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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흑선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여인은 소문과 달리 요물이 아니라 여염집 아낙이었고

손이 귀한 집안의 며느리였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소박을 맞을 지경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시댁의 눈총과 남편의 한숨에 초조해진 여인이 

용한 도사를 찾아가 방도를 물으니 매일 밤 

정갈하게 목욕재계하고 달빛 받는 탑 주위를 

재주넘기로 돌면 아기집이 튼튼해져 아기가 

잘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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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허무맹랑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여인은 밤마다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여인은 이런 행동이 창피하고 자신을 둘러싼 

마을의 소문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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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을 이리 내밀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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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 망설이며 손을 내밀었다.

흑선이 그 손을 잡아보니 냉한 기운이 있어

몸에 열이 순환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여인은 낯선 처사에게 손을 맡긴 것이

아녀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상하게도 화톳불을 가까이 한 것 마냥

점점 몸이 따뜻해졌다.

흑선은 여인의 몸에 열기가 잘 돌도록

한참을 잡아준 뒤, 그녀에게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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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가 있는 것을 가까이 두어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그러면 어여쁜 아기를 갖게 될 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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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의 말이 진정 효험이 있어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하였고,

가족들이 얼싸안고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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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혈액생성을 왕성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 및 신체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특히 암 환자의 빈혈 회복을 도우며 류머티스,결핵,

노인성 빈혈에 효과가 탁월하며 지혈 효과도 있다.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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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인삼세미나에서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 생리연구소의 페트코프 박사가 "인삼(흑삼)과

두뇌활동(Ginseng&Brai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는 인위적으로 건망증을 일으킨 쥐와 22~24개월의  노령쥐와 기억상실증에

인삼이 기억력 증진과 학습능력 촉진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동경대학교 사이또 교수도 페트코프박사와 유사한 실험을 통하여

뇌기능 활동에 인삼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성행동 감퇴와 학습 능력 감퇴에 대한 인삼 추출물 및 ginsenoside Rg1,Rb1이

방어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 케네디 (D.O.Kennedy 2001) 교수가 인삼용량에 비례하여 

인지기능과 감정의 개선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만호 교수는 2004년에 수행한 "인삼의 뇌기능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통해 인삼이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하였다.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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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입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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