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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를 벤 효자’

大
腿
斬
之
孝
子

여덟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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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주막에서 탁주 한 사발을 기울이고 있는데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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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비를 구하려 호랑이 밥을 자처한 효녀가 떠올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궁색한 꼴을 한 남자가 흑선에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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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는,

“처사님이 하늘이 내린 명의라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소인 아비의 손끝, 발끝이  모조리 썩어 들어가

늦가을 감처럼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 145 -



흑선은 이 유명한 청년의 효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머릿속에 슬그머니 꾀 하나가 떠올랐다.

“돌아가게.

인명은 제천이니, 하늘의 뜻에 따르게나.”

효자는 끈질겼다.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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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짐짓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갓 묻은 시체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 달여 먹이면 

자네 아비의 병이 나을 걸세. 그래도 하겠는가?”

효자가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펄쩍 뛰었다.

“인제 보니 다 거짓이었구나. 

어찌 망인을 욕보여 산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순진한 마을 사람들 현혹지 말고 썩 꺼져라. 에잇!”

그는 흑선의 발치에 침을 퉤 뱉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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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흑선은 무덤가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파헤쳐진 봉분 앞에서

벌벌 떨며 시체를 잡고 있는 청년이 보였다.

오열하며 시체에 거듭 사죄하던 그는

한참을 읊조리더니 마침내 칼을 높이 들었다.

봉분 뒤에 숨어있던 흑선은 

청년의 칼이 내리꽂히는 곳을 보고

깜짝 놀라 바닥에 철퍽 주저앉았다.

효자는 시체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는 대신

제 허벅다리를 도려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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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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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노성이 무덤가를 뒤흔들었다.

효자는 꿈처럼 나타난 흑선을 쳐다보더니

“아비의 병을 고치려면

사람의 살을 먹어야 한다셨잖습니까.

내 아무리 아비의 목숨이 중하다 한들

망자의 시신을

욕보일 순 없어 제 살을 도려낸 것입니다.”

말을 마친 효자는 붉은 피로 범벅된 허벅다리를

꼭 붙들고는 정신을 잃었다.

흑선은 청년을 둘러업고 효심을 시험해보려 한

자신을 책망하며 효자의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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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는 손발이 문드러진 아비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자리에 누워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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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청년을 아비 옆에 눕히고는

스스로 팔에 생채기를 내어 신성한 피를 흘려 넣었다.

그리고는 청년의 허벅다리와 아비의 손발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제 피를 흘려 넣었다.

흑선은 어둡고 긴 밤 내내 부자를 보살폈다.

- 156 -



아침이 밝아왔다.

시체 다리같이 보랏빛이 돌던

아들의 다리가 건강한 색을 되찾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났다.

썩어 형체가 없어진 아버지의 손발에도

하얀빛이 감도는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어두컴컴하던 집 안에 햇빛이 비치자

두 부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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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은 당뇨와 관련된 중요 효소들을 

활성화함으로써 혈당을 강하 시키며

인슐린 유사기능이 함께 작용하여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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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흑삼추출물이 인슐린 생성에는 직접 작용치

못하지만 이와 관련된 중요 효소들을 활성화함으로써 혈당을 강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따라서 흑삼추출물의 투여가 혈당치를 정상으로 강하시킨

것은 혈당을 줄이는 간 효소들의 활성 회복 기능과 함께 흑삼추출물 자체의

인슐린 유사기능이 함께 작용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흑삼(구증구포인삼)이 혈당 강하에 미치는 영향 및 증포별 ginsenoside 조성 변화, 
                     2009년, 김성녕 • 강신정

2.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홍삼 및 흑삼 추출물 투여로 인하여

제 2형 비비만형모델에서 혈당강하, 대당성 회복, 인슐린 분비 촉진 등의

당뇨치료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지방식이 섭취 모델에서 TG 및 Total cholesterol

강하 효능이 나타났다. 또한 위의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흑삼 추출물의 효능이 홍삼 추출물의 효능보다 다소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흑삼의 지표성분과 생리활성 연구, 2011년, 신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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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입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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